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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요Ⅰ-1

 I-1-1.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문대학 현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방법의 정보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수 및 직원

들에게 교육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성공적인 NCS의 활용 및 확산에 기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서식,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NCS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본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기여

 I-1-2.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가이드라인은 교육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및 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Ⅰ장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 학습모듈,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개념

및 정책방향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령을 제시

Ⅱ장에서는 교육과정개발 방법으로 NCS 개발 분야,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로 나누어 제시 

Ⅲ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운영의 

준비단계(Plan), 실행 및 평가단계(Do & Check) 그리고 보완단계(Act)로 분류

하여 제시

Ⅳ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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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

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 : NCS가 개발되어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가이

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발된 교육과정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육과정 :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자체 직

무분석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정 

NCS 적용 교과목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

NCS 미적용 교과목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중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개발한 자체 능력단위(능력단위요소)만으로 구성된 교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 :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직무수행능력)를 학습자가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과거의 수시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직무능력성취도 :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의 교과목의 수업평가(직무수행

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 

향상 교육과정 : 교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에 도달

하지 못한 학생들의 질 관리를 위한 정규/비정규 향상 교육프로그램

심화 교육과정 : 교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에 도

달한 학생들을 위한 정규/비정규 전공심화(실무) 교육 프로그램

직업(Occupation) : 한 개의 직무 또는 몇 개의 유사 직무로 구성되며, 능력에

따라 생계유지를 하거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     

(예: 자동차 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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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Job) : 개별 근로자 한사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수행

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됨(예: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책무(Duty) : 어떤 관련된 작업을 임의로 묶어 놓은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 가장 주가 되는 책임(예: 엔진계열 정비, 새시 계열 정비, 전기/전자

계열 제어)

작업(Task) : 한 개의 책무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작은 단위로 나눈 것으로

그 자체로 독립될 수도 있으며, 측정이 가능한 행동의 범위(예: 엔진분해하기,

엔진점검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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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Ⅰ-2

 I-2-1.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자격기본법」규정

(제2조제2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

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Ÿ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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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특성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을 의미

Ÿ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최종 결과의 내용 반영

Ÿ 최종 결과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제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괄하여 제시

Ÿ 작업능력: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Ÿ 작업관리 능력: 다양한 다른 작업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Ÿ 돌발상황 대처능력: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

하는 능력

Ÿ 미래지향적 능력: 해당 산업관련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를 예측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산업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

Ÿ 해당분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Ÿ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전문가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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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2.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1) 분류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부합하게 분류

Ÿ ‘대분류(24) → 중분류(80) → 소분류(238) → 세분류(887개)*’의 순으로 구성

* 2015.9월 기준(한국산업인력공단)

   ※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직업 분류, 산업분류 및 자격분류 전문가, 해당산업 분야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직종구조 분석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영역 분류 체계
도(예시)

대분류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중분류 1. 건설공사 관리 2. 토목 3. 건축 4. 산업환경 설비

소분류 1. 건축 설계･감리 2. 건축시공 3. 건축설비설계･시공

세분류 01.건축목공시공 02.조적미장시공 03. 방수시공 04. 타일석공시공

세부 분류기준

대분류  ①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 참조) 

중분류

 ① 대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② 대분류 내에서 산업이 유사한 분야

 ③ 대분류 내에서 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경력개발경로가 유사한 분야

 ④ 중분류 수준에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소분류
 ① 중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② 소분류 수준에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세분류
 ① 소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②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 중 대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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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4 80 238 887

01. 사업관리 1 2 5

02. 경영·회계·사무 4 11 27

03. 금융·보험 2 9 35

04. 교육·자연·사회과학 3 5 13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 4 15

06. 보건·의료 2 7 34

07. 사회복지·종교 3 6 16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63

09. 운전·운송 4 7 26

10. 영업판매 3 7 17

11. 경비·청소 2 3 6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 12 42

13. 음식서비스 1 3 9

14. 건설 8 26 109

15. 기계 10 29 115

16. 재료 2 7 34

17. 화학 4 11 32

18. 섬유·의복 2 7 23

19. 전기·전자 3 24 72

20. 정보통신 3 11 58

21. 식품가공 2 4 20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3

23. 환경·에너지·안전 6 18 49

24. 농림어업 4 12 44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15.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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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부처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별 소관부처 
현황

개발영역(대분류) 소 관 부 처(가나다순)

01. 사업관리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02. 경영･회계･사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03. 금융･보험 금융위원회

04. 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06.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07.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09. 운전･운송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영업판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11. 경비･청소 행정자치부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3. 음식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14. 건설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5. 기계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6. 재료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17. 화학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18 섬유･의복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19. 전기･전자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0. 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1. 식품가공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2. 인쇄･목재･가구･공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23. 환경･에너지･안전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4. 농림어업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1 

 I-2-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 

1) 능력단위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분류 단위

에서 표준이 개발됨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구성

능력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

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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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설명

구 성 항 목 내       용

① 능력단위분류번호

(competency unit code)

•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2자리로 표현

② 능력단위명칭

(competency unit title)
•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③ 능력단위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ion)

•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④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element)
•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⑤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⑥ 지식･기술･태도(K･S･A) •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⑦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range of variable)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⑧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

⑨ 직업기초능력

(key competency)

•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 직업능력

2) 수준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Ÿ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연계, 평생학습능력 성취 단계 제시, 자격의 수준체계 구성

에서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8단계의 수준체계에 따라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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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수준 직무수준 정의

8수준

정의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경력 - 수준7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정의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경력 - 수준6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6수준

정의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

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

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경력 - 수준5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5수준

정의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경력 - 수준4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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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계속

수준 직무수준 정의

4수준

정의
-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경력 - 수준3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정의
-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경력 - 수준2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2수준

정의
-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

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경력 - 수준1에서 6~12개월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1수준

정의
-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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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번호 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번호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단위인 능력단위에 

대한 식별번호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및 개발연도로 

구성

Ÿ 대분류: 대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Ÿ 중분류: 해당 대분류 내 중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Ÿ 소분류: 해당 중분류 내 소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Ÿ 세분류: 해당 소분류 내 세분류 체계의 2자리 숫자(2 digits)

Ÿ 능력단위: 해당 세분류 내 능력단위 연번으로 2자리 숫자(2 digits)

Ÿ 개발연도: 능력단위 개발 보완 연도 2자리 숫자(2014년→14)로 작성하되, 앞의 분류와

구분하기 위하여 “ _ ” 이후에 연도 기입

Ÿ 버전: 표준 개발 순서 2자리(첫번째 → V, 두 번째 → 숫자)(2 digits)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번호 체계

0101010101_14v1

01 01 01 01 01 _ 14 v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개발연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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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Ⅰ-3

 I-3-1. NCS 학습모듈이란

1) NCS 학습모듈의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라 할 수 있음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기술․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NCS 학습모듈 활용방법은 NCS 교과목에서 구성된 능력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학습모듈을 선택하여 활용하며, 교수자가 추가적으로 학습내용을 

보완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음

2) NCS 학습모듈의 특징

NCS 학습모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교육훈련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와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

NCS 학습모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의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직장교육기관 등에서 표준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시

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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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와 NCS 학습모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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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3-2. NCS 학습모듈의 구성

1) NCS 학습모듈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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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학습모듈의 내용체계

구분 주요 내용

학습명

- 해당 NCS 능력단위요소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

- 학습명은 일반 교과의 ‘대단원’에 해당되며, 모듈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 혹은 완성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단위로 사용 가능

- 학습명은 크게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

학습내용

- 능력단위 요소별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일반교과의 ‘중단원’에 해당

- 해당 NCS 능력단위의 능력단위 요소별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제시

- 학습내용은 학습목표, 필요지식, 수행내용으로 구성

- 수행내용은 재료·자료, 기기(장비·공구), 안전·유의사항, 수행순서, 수행 

tip으로 구성

- NCS 학습모듈의 학습내용은 업무의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학습

내용을 구성

학

습

내

용

학습목표
- 모듈내의 학습내용을 이수했을 때 학습자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수준을 

의미하며 일반 수업시간의 과목 목표로 활용

필요지식
- 해당 NCS 의 지식을 토대로 해당 학습에 대한 이해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지식을 제시

수행내용 - 모듈에 제시한 것 중 기술(Skill)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 과제

수

행

내

용

재료/

자료
- 수행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 및 준비물

기기(장비

/공구)

- 수행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및 도구를 제시

- 제시된 기기 외에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나 장비를 활용 

안전유의

사항
- 수행내용 수행 시 안전상 주의하여야 할 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

수행순서 - 실습과제의 진행순서

수행 tip

- 수행내용에 수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

- 지도상의 안전 및 유의사항 외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안점 및 수행과제 

목적에 대한 보충설명, 추가사항 등으로 활용

교수·학습 방법

-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의 활동 및 교수 전략, 학습자의 

활동을 제시

교

수

·

학

습 

방

법

교수방법

- 해당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내용, 학습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료명, 자료 형태, 

수행내용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 제시

-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 및 수업진행상 유의사항 등도 

제시

- 선수학습이 필요한 학습을 학습자가 숙지하였는지 교수자가 확인하는 과정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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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자료 및 활용서식

구분 주요 내용

참고자료
- 해당 NCS 학습모듈의 필요지식에 대한 출처와 인용한 참고 자료 및 사

이트를 제시

활용서식

- 작업 포트폴리오, 작업장 평가 서식, 자기 체크리스트, 학습자·교수자 

공동 평가 등으로 구성

- 교수‧학습 시 활용 가능한 양식을 NCS 학습모듈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음

학습방법

- 교수자의 교수 방법에 대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제시

- 학습자가 숙달해야 할 실기능력과 학습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제시

- 학습자가 학습을 이수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기본 지식을 학습하였는지 스

스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활용

평가
- 해당 NCS 학습모듈의 학습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준거,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을 제시

평

가

평가준거

- 학습자가 해당 학습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단위수업 시간에 평가항목별 성취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

평가방법

- NCS 능력단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였으며, 평가준거에 따른 평가방법을 3개 

내외로 제시

- 평가방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검사,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찰, 작업장 평가, 

구술 시험, 토론법 등이 있으며, NCS의 능력단위 요소별 수행 수준을 평가

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

피드백

- 평가 후에 학습자들에게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학습결과가 미진한 경우,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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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Ⅰ-4

1)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영 역 하위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능력,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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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기초능력의 세부 분야별 정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정                 의

하위능력

 ①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문서이해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문서작성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경청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의사표현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

기초외국어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② 수리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기초연산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적인 사칙연산과 계산을 하는 능력

기초통계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수준의 백분율, 평균, 확률과 같은 

통계 능력

도표분석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표(그림, 표, 그래프 등)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도표작성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도표(그림, 표, 그래프 등)를 작성하는 능력

 ③ 문제해결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

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사고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으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처리 능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

 ④ 자기개발능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아인식 능력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자기관리 능력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경력개발 능력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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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영역
정                 의

하위능력

 ⑤ 자원관리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

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

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시간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예산자원관리 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본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본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료 및 시설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재료 및 시설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⑥ 대인관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

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

팀웍능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리더십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

갈등관리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

협상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

고객서비스능력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⑦ 정보능력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

아내며, 의미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컴

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정보처리 능력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

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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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영역
정                 의

하위능력

 ⑧ 기술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

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

기술이해능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기술선택능력 도구, 장치를 포함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

기술적용능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업무 수행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

 ⑨ 조직이해능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국제감각 주어진 업무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능력

조직체제이해능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경영이해능력 사업이나 조직의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업무이해능력 조직의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

 ⑩ 직업윤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

근로윤리
업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

공동체 윤리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 바

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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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이해 Ⅰ-5

1) 교육과정 의미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 실천,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

2) 교육과정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의 구성요소

나.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목적(educational goals) :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

특성

교육목표(educational objectives) :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도달하여야 할 행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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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

교육내용의 선정은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과 경험을 결정하며, 내용은 교육목표와 일관된 내용이 되어야함

라. 교수·학습

교수(teaching) :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오도록 학습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잘 안내하고 통제해주는 과정

학습(learning) : 학습자가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하는 것

수업(instruction) :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전에 계획된 교수·학습 활동  

마. 교육평가

교육목적의 달성도에 관한 증거 및 교육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바. 교육 과정 개발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기를 것인지, 어떠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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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와 사회

변화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간의 협동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괄적으로 활용하여 계획, 실시, 평가를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다.

- 교육과정 개발은 꾸준히 계속되는 점진적 개혁과정이다.

출처 :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이성호, 1982, pp. 199)

3) 관계법령 및 기타

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

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敎科)의 이수(履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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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年)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

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Ⅱ

Ⅱ-1. 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 

Ⅱ-2.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육과정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2015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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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Ⅱ
l NCS 개발 분야의 경우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유형 설정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

l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에서 현장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직

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발 가능

l 국가시험 관련 학과의 경우 검정기관에서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 또는 시험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가능

l NCS 개발 분야 중 창작 및 창의성을 요하는 예술계열, 취업을 전제로 설치한 주문식

교육 및 계약학과 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NCS가 개발되어 있다면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별도의 현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가 반영된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자체 개발 가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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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개발 분야 교육과정Ⅱ-1

 Ⅱ-1-1. 개발 개요

1
단계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

단계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3

단계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정의

 - 선정된 직무 관련 NCS 분류체계 기술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4

단계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 DACUM 차트 혹은 제시된 표를 활용한 직무모형 설정

 -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


5

단계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 능력단위 요소 및 수행준거를 검증


6

단계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와 관계 등을 고려한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별 교과목 편성 방법은 1:1, N:1, 1:N, N:N 등 편성 가능


7

단계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 (구성요소) 교과목명, 관련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


8

단계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 학기별로 교양 및 전공교과목의 NCS 활용도를 표기

 - 도출된 교과목과 능력단위 간 연계성을 표기


9

단계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인재양성 유형 및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전공교과목과 직업기초 교과목을 포함하여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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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2. 개발 절차

1)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도출

- 산업 동향(산업체 현황 및 전망), 인력 동향(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지역

동향(지역 산업체/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의 분석

- 학과 현황(인재양성유형, 교육목표,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등),

학생 현황(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교원 현황(전임교원/비

전임교원 현황 및 전공 등) 등의 분석

-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과 기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을 조사, 분석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외부 환경분석

외부 환경분석은 산업 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분석을 토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유형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산업 동향 : 학과 관련 산업 현황, 전망, 정책 등

인력 동향 : 학과 관련 인력 현황, 전망, 정책 등

지역 동향 : 해당지역의 학과 관련 산업, 인력, 정책 동향 분석 등

분석 방법 : NCS 내의 환경분석자료, 통계청 자료(표준산업분류, 경제활동인구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력수급전망, 산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자료(직업사전, 직업전망), 정책자료(교육부 및 관련 부처) 등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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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산업 동향

- 학과 관련 산업 현황

- 학과 관련 산업 전망

- 학과 관련 산업 정책 - 통계청 자료(표준산업분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력수급전망, 

산업별 고용구조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직업사전, 

직업전망)

- 정책자료(교육부 및 관련 부처)

인력 동향

- 학과 관련 인력 현황

- 학과 관련 인력 전망

- 학과 관련 인력 정책

지역 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산업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인력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정책동향

분석 예시 1 : 산업동향 분석 중 산업체 동향 분석 

예시 1  산업동향 분석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및 비중

2011 2012 2013 2013

사업체 수(개) 사업체 수(개) 사업체 수(개) 사업체 수 
비중(%)

서비스산업 3,019,342 3,126,983 3,182,848 100.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909 6,526 6,965 0.22

도매 및 소매업 903,797 941,895 960,388 30.17

운수업 353,982 364,209 371,639 11.68

숙박 및 음식점업 655,348 673,767 686,225 21.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028 33,964 35,541 1.12

금융 및 보험업 40,681 41,627 41,508 1.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431 131,505 132,630 4.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462 83,489 87,722 2.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569 44,379 46,447 1.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942 12,007 12,069 0.38

교육 서비스업 170,047 172,095 173,485 5.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3,270 120,928 125,703 3.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539 104,439 103,973 3.2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4,337 396,153 398,553 12.52

① 출처: 통계청, 서비스산업 주요 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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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시 2 : 인력수급전망 분석(직업(군): 미용사)

예시 2  인력동향(인력전망) 분석

분석 예시 3 : 지역동향 분석  

예시 3  지역동향 분석(지역 산업/인력 현황 및 전망) 

[대전광역시 산업현황 분석]
□ 산업구조

  정부대전청사, 출연(연)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지적 특성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발달

  제조업의 경우 전자정보, 정밀화학, 정밀기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가 주력 산업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계기로 기초고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연구소 설치 등 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따라 향후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산업의 성장 가능성 기대

<대전 내 주요 제조업 현황(’12)>

주요산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출하액(백만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0 5,536 2,397,023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4 3,753 2,242,86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5 5,582 1,633,164 -

담배 제조업 3 784 1,400,954 -

전기장비 제조업 45 1,703 701,194 -

제조업 전체 798 - - 100.0

출처: 통계청(제조업 하위 2레벨 기준으로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순 기입

인용: 지역사업관리 종합시스템 지역경제현황 중 2014 상반기 충청광역경제권 지역경제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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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은 학과 현황, 학생 현황, 교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학과 현황 : 인재양성유형, 교육목표,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등에 대해 대학 및 학과 내부 자료와 학생 진로 및 자격 취득 데이터

분석 

학생 현황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에 대해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최근 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추이

분석,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교원 현황 : 전임교원 빛 비전임교원 현황과 전공영역 등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내부환경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분석 방법

학과 현황

- 양성인력
- 교육목표
- 교육과정
- 졸업 후 진로
- 취득 가능 자격증

- 대학 및 학과 내부 자료 분석

- 학생 진로 및 자격 취득 데이터 분석

학생 현황

- 신입생 경쟁률
- 재학생 중도탈락률
- 진학률
- 취업률
- 자격증 취득률

-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추이 분석(최근 

3년 자료)

-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교원 현황 -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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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시 1 : 학과 취업현황 분석

예시 1  전공별 취업 현황 분석

분석 예시 2 : 최근 3년간 졸업생 상세 취업현황

예시 2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처 분석(2011-2013)

2011년 2012년 2013년도 합계

졸업생 수 217명 239명 214명 670명

건보가입 취업자 127명 102명 111명 340명

입대자․진학자 11명 16명 11명 38명

건보가입 취업율 61.7% 45.7% 54.7% 53.8%

연도별 

주요 취업처

(건보가입자 기준)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1. 보육교사

2.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31명 20명 14명 65명

보육교사 13명 20명 28명 61명

간호조무사 7명 6명 10명 23명

상담․청소년지도사 1명 0명 0명 1명

기타 75명 56명 70명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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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구분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증,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과 기타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을 조사, 분석

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산업체 직업(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조사 및 분석(NCS

직업기초능력 참고)

산업체 직업(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능력의 조사 및 분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를 조사, 분석

분석 예시(사회복지 분야)

조사 내용 응답내용별 순위 

지

역

산

업

체 

채용 시 중요 

항목
① 인성 및 성실성 ② 전공실무능력 ③ 팀워크 ④ 직업기초능력 ⑤ 추진력

신입사원 

부족능력
① 전공실무능력 ② 직업기초능력 ② 추진력․적극성 ④ 아이디어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

①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리더쉽, 갈등관리, 협상 및 고객서비스 능력)

② 의사소통 능력 (문서이해 및 작성능력, 경청, 의사표현과 외국어 능력)

③ 조직이해 능력 ( 국제 감각, 조직이해, 경영이해, 업무 이해 능력)

④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및 문제처리능력)

보육영역의 

중요도

① 보육의 기초  ② 건강․영양․안전  ③ 영유아교육 ④발달 및 지도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① 보육과정 및 보육계획 ② 영유아 교수방법 ③ 아동안전관리

재

학

생

채용 중요 항목 ① 인성 및 성실성 ② 전공실무능력 ③ 추진력 ④ 기초직업능력

취업 희망직무 ① 사회복지사 ② 보육교사 ③ 간호조무사 ④ 요양보호사 

취업 도움 

자격증
① 컴퓨터 자격 ② 간호조무사 ③ 요양보호사

진로목표 

관심영역
① 전공자격증 취득 ② 학점관리 ③ 봉사활동 ④ 컴퓨터 활용 능력

졸

업

생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 

분석

① 사회복지사 ② 보육교사 ③ 간호조무사

 ※ 2012년 이후 보육교사 직종 취업률이 사회복지사 직종 취업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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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군) 선정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과의 인재양성

유형 설정과 교육목표 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을 도출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학과 인재양성분야의 직업

(군)을 선정

대상 직업(군)은 NCS의 분류체계(대, 중, 소, 세분류)를 활용

대상 직업(군)의 선정 예시(5점 척도 활용)

직무 

중요도*
직업 전망 취업성과 학과 비전

교육 

효과성
계 결 과**

미용사 5 5 5 5 5 25 선정

피부관리사 5 4 4 5 5 23 선정

메이크업 

아티스트
4 3 2 4 5 18 선정

네일 

아티스트
3 4 3 4 5 19 선정

* 직무의 중요성, 직업전망과 비전, 인력수요 전망, 주요 취업처, 학과의 중장기 발전

전략 등

** 총점(25점)의 70% 이상 수준(18점)의 직업(군) 선정의 예시

유의사항

학과 인재양성분야의 직업(군) 선정 시 해당 직업(군)의 직무를 선정할 수 

있음

환경분석의 시사점 도출은 SWOT 분석도 활용가능

자료조사 및 인터뷰 등의 관련 자료, 설문관련 내용(설문지, 분석 내용 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결과, 대상 직업(군)의 선정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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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NCS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

양성유형에 따른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개발 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인재양성유형 설정

인재양성유형은 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직업(군) 및 하위의 직무수준에서 

작성

주요 담당 업무는 해당 직업 또는 직무에서 수행 가능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인재양성유형 예시

인재양성

유형
 미용사 

주요 

담당 

업무

▣ 미용사

 [직업 개요]

  ◾미용사는 헤어미용시술을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서적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

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 두피․모발

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직업임 

 [주요 직무] 

  ◾고객에게 적합한 머리스타일을 연출하고 기타 고객의 머리손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미용사의 일을 보조(미용사 보조업무 경우)

  ◾고객의 머리모양 등 신체적인 특성을 관찰하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의 형태

를 권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헤어스타일 형태를 결정

  ◾가위, 빗 등의 미용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어서 원하는 형태

로 만듦

  ◾배합한 파마약품을 머리카락에 적신 후 파마도구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와인딩하고 

파마촉진을 위해 헤어드라이캡, 건조기 등을 작동

  ◾염색약품을 배합하여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여 머리를 세정함

  ◾트리트먼트와 영양액을 사용하여 모발클리닉을 실행

  ◾드라이어 모발장비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빗 머리핀과 모발제품을 사용하여 원하

는 형태로 고정

  ◾유행스타일을 조사하고 잡지 등을 스크랩하여 고객의 머리모양 선택에 도움을 제공

  ◾고객의 눈썹이나 손·발톱을 소제하기도 하며 모든 시술 후 미용기구를 정리·정돈

  ◾고객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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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수립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에 

맞추어 학과의 교육목표 도출

교육목표 수립 예시 1(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

교육목표 수립 예시 2(학과 교육목표를 세부적으로 기술)

뷰티케어과 교육목표 기술

과학과 예술을 기초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용서비스의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미용전문

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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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별 현장전문가(SME : Subject Matter Expert)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 구성

(1)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적절한 검토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자 

산업체 현장 전문가 직무별 2명 이상 권장 

(2)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직무별 현장전문가와 내부 교수자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

구분 전공분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피부미용 김OO 뷰티케어과 학과장

내부 헤어미용 이OO 뷰티케어과 교수

내부 메이크업 최OO 뷰티케어과 교수

내부 네일미용 정OO 뷰티케어과 교수

구분 직무분야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비고

SME 피부미용 함OO 대한OOO학회 회장 15년

SME 피부미용 박OO OOO피부관리실 원장 20년

SME 헤어미용 문OO OOO직업학교 전임 20년

SME 헤어미용 하OO OOO뷰티샵 원장 20년

SME 메이크업 김OO OOO아카데미 원장 15년

SME 메이크업 최OO OOO웨딩숍 원장 20년

SME 네일미용 오OO OOO네일샵 대표 15년

SME 네일미용 이OO OOO네일아트 대표 20년

유의사항

인재양성유형에 따른 학과의 교육목표, 최종 선정된 인재양성유형(표), 교육

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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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과 관련된 주요 담당업무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를 정의

- 핵심적으로 선정된 직무와 관련된 NCS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체계를 기술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직업(군)별 핵심직무 선정

최종 선정된 직업(군)별 직무분야를 선정하고 직업기초능력을 도출

직업(군)별 직무정의 시 NCS 대/중/소/세분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직업기초능력은 기존 NCS 능력단위에 기술된 직업기초능력 활용을 권장

직무정의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예시

직업(군) 직무명 직무정의
직업기초

능력

미용사 헤어미용

헤어미용은 헤어미용시술을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서적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 두피․모발

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피부관리사 피부미용

피부미용은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하여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미용기기와 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부미용에 대한 업무

수행을 기획, 관리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 

창출을 목적으로 이미지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

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함으로써 얼굴·신체를 연출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네일

아티스트
네일미용

네일미용은 네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을 유지, 보호하고 다양한 기능과 아트기법을 

수행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일 샵을 관리 운영

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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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정의에 따른 NCS 분류체계 기술

직무정의에 따른 주요 내용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학습자가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직무정의에 따른 주요내용 도출 시 관련 분야 NCS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정의된 직무를 바탕으로 NCS 분류체계 기술 시 다른 대/중/소/세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예시 

직업(군) 직무 직무정의

미용사
헤어

미용

▪헤어미용은 헤어미용시술을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서적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

컬러, 두피․모발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는 일이다. 

[NCS 분류체계]

구분 내용

대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 01. 이․미용

소분류 01. 이․미용서비스

세분류 01. 헤어미용

능력단위

미용업 안전위생관리/미용업 고객서비스/샴푸

/기본 헤어 커트/응용 헤어 커트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기본 헤어 컬러/응용 헤어 컬러

/헤어스타일 연출/두피모발관리/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특수머리 연출/미용업 경영관리

  ※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무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직무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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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 직무 직무정의

미용실

매니저

미용실

경영

▪미용실 경영은 다양한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용실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직원 교육, 직원관리, 매장

관리, 물품관리, 고객상담, 고객관리, 사무행정 등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일이다. 

[NCS 분류체계]

구분 내용

대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 01. 이․미용

소분류 01. 이․미용서비스

세분류 01. 헤어미용

능력단위

미용업 안전위생관리/미용업 고객서비스/샴푸

/기본 헤어 커트/응용 헤어 커트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기본 헤어 컬러/응용 헤어 컬러

/헤어스타일 연출/두피모발관리/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특수머리 연출/미용업 경영관리

[NCS 분류체계]

구분 내용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2. 총무․인사

소분류 03. 일반사무

세분류 02. 사무행정

능력단위

문서작성/문서관리/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사무행정 회계처리

/희의 운영․지원/사무행정 업무관리/사무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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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직업기초능력은 직업(군) 혹은 직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여 NCS의 직업

기초능력 영역을 기반으로 도출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무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 혹은 워크샵을 

통해 직무를 정의할 수 있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표, 직무정의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표 등을 산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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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S 분류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 기술된 NCS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직무모형을 설정

-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

주요 내용 및 방법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단계에서 제시된 모든 능력단위와 능력단위

요소를 기술

NCS에서 미개발된 능력단위에 대해서는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자체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여 기술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하여 도출한 자체능력단위에 대해서는 대학자체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직무모형 

 직무명 :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 대학 자체 개발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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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모형 설정 예시 1 : 헤어미용  

직무명 : 헤어미용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미용업 고객 서비스
데스크 안내 

업무하기
대기고객 응대하기 고객관리하기

불만족 고객 

대처하기

고객시술 서비스 

상담

시술전 고객정보 

수집하기
헤어디자인 설계하기 요금 설정하기

샴푸 샴푸 준비하기 샴푸 시술하기 샴푸 마무리하기

기본 헤어 커트
기본 헤어 커트 

준비하기

기본 헤어 커트 

시술하기

기본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응용 헤어 커트
응용 헤어 커트 

준비하기

응용 헤어 커트 

시술하기

응용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기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응용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기본 헤어컬러링
기본 헤어 컬러 

준비하기

기본 헤어 컬러 

시술하기

기본 헤어 컬러 

마무리하기

응용 헤어컬러링
응용 헤어 컬러 

준비하기

응용 헤어 컬러 

시술하기

응용 헤어 컬러 

마무리하기

헤어스타일 연출 블로우 드라이하기 헤어마샬웨이브하기 헤어세트롤러하기 업스타일하기

두피․모발관리
두피·모발관리 

준비하기
두피관리하기 모발관리하기

두피·모발관리 

마무리하기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제품사용하기 제품추천하기

특수머리 연출
전통헤어스타일 

연출하기

가발 스타일 

연출하기
헤어익스텐션하기 헤어타투하기

미용업 경영관리

홍보관리하기 재고관리하기 재무관리하기 인사교육관리하기

총괄업무하기

블로킹

(자체능력단위)
블로킹 준비하기

기본 블로킹 

시술하기

응용 블로킹 

시술하기

와인딩

(자체능력단위)
와인딩 준비하기

기본 와인딩 

시술하기

응용 와인딩 

시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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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능력단위 명세서 작성 예시

능력단위 명칭 블로킹

능력단위 분류번호 KCS-3040101_14v1

능력단위 정의
블로킹이란 두상의 형태와 모발상태, 시술목적에 따라 모발을 일정 크기 

및 일정 개수의 구획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능력이다.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블로킹 준비하기

1.1 모발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할 수 있다. 

1.2 엉킨 모발을 정돈할 수 있다.

1.3 블로킹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지식]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기술]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태도]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전 브러시하려는 노력

기본 블로킹 시술하기

2.1 블로킹 시 도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2.2 두상의 정중선을 활용하여 2등분 할 수 있다.

2.3 두상의 정중선과 측두선을 활용하여 4등분 할 수 있다.

2.4 블로킹 후 모발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다.

[지식]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두상의 주요 포인트에 관한 지식

▪두상에 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기술]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두상에 정중선과 측두선을 설정하는 능력

▪정중선과 측두선을 활용하여 블로킹하는 능력

▪블로킹 후 모발을 클립 등으로 정리하는 능력

[태도]

▪두상에 명확한 블로킹 라인을 설정하는 노력

▪블로킹된 두상의 면적이 균일하도록 설정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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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블로킹 시술하기

3.1 블로킹 시 도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3.2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5등분 할 수 있다.

3.3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9등분 할 수 있다.

3.4 블로킹 후 모발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다.

[지식]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두상의 주요 포인트에 관한 지식

▪두상에 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기술]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블로킹하는 능력

▪블로킹 후 모발을 클립 등으로 정리하는 능력

[태도]

▪두상에 명확한 블로킹 라인을 설정하는 노력

▪블로킹된 두상의 면적이 균일하도록 설정하려는 노력

장비 및 도구

(재료 포함)

▪핀셋과 빗류

▪분무기

▪브러시류

기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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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모형 설정 예시 2 : 피부미용

직무명 : 피부미용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피부미용 고객 상담 방문동기 파악하기
고객관리차트 

작성하기
고객응대하기 고객정보처리하기

피부미용 피부분석 클렌징하기
피부상태 

분석평가하기

피부관리계획 

작성하기

얼굴관리
얼굴 클렌징하기 눈썹정리하기 얼굴 딥클렌징하기 매뉴얼테크닉하기

영양물질 도포하기 얼굴 팩·마스크하기 얼굴관리 마무리하기

전신관리

몸매분석하기 전신 클렌징하기 전신 딥클렌징하기 등 관리하기

복부 관리하기 손, 팔 관리하기 발, 다리 관리하기 가슴 관리하기

전심 팩·마스크하기 전신관리 마무리하기

피부미용 특수관리

제모하기 림프관리하기 눈썹미용 관리하기 아로마 관리하기

스톤테라피하기
뱀부(대나무)테라피하

기
한국형 특수관리하기 두피관리하기

피부미용 

고객마무리관리
관리 후 상담하기 고객유지관리하기 홈케어 조언하기

피부미용 기기 활용

직류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교류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음파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피부미용 기구 활용

압력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색채, 빛, 온도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물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열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피부미용 화장품 

사용

화장품 분류하기 기초화장품 사용하기
기능성화장품 

사용하기
색조화장품 사용하기

두피화장품 사용하기 전신화장품 사용하기
방향성화장품 

사용하기

피부미용 위생관리
피부미용 작업장 

위생관리하기

피부미용 비품 

위생관리하기
직원위생관리하기

피부미용 샵 

경영관리
샵 마케팅 기획하기 프로그램 개발하기 정보수집관리하기 직원관리하기

유의사항

대학 자율로 도출한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는 NCS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로 표기   

직무모형, 자체능력단위 명세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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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 필요도 및 직무 중요도 등을 바탕

으로 교육과정에 활용할 능력단위를 선정

- 능력단위 선정 시 해당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능력단위 검증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 필요도, 직무 중요도 등을 검토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능력단위 선정

능력단위의 선정여부는 해당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능력단위검증 예시 1 : 헤어미용

직무명
능력단위 교육과정 반영도

평균
활
용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 교육 

필요도
직무

중요도
자격증
연계

헤어

미용

1201010101_14v2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3.5 4.1 3.4 3.67 Y

1201010102_14v2 미용업 고객 서비스 3.6 4.3 3.2 3.70 Y

1201010103_14v2 고객시술 서비스 상담 3.4 3.7 2.3 3.13 Y

1201010104_14v2 샴푸 4.5 4.6 4.2 4.43 Y

1201010105_14v2 기본 헤어 커트 4.7 3.2 4.2 4.03 Y

1201010106_14v2 응용 헤어 커트 4.3 2.4 3.2 3.30 Y

1201010107_14v2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4.8 4.7 4.7 4.73 Y

1201010108_14v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4.6 3.6 3.1 3.77 Y

1201010109_14v2 기본 헤어 컬러 4.5 4.3 4.1 4.30 Y

1201010110_14v2 응용 헤어 컬러 4.3 3.6 2.5 3.47 Y

1201010111_14v2 헤어스타일 연출 3.6 3.1 2.8 3.17 Y

1201010112_14v2 두피․모발 관리 3.5 3.8 4.3 3.87 Y

1201010113_14v2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3.3 3.7 2.8 3.27 Y

1201010114_14v2 특수머리 연출 2.5 2.1 1.8 2.13 N

1201010115_14v2 미용업 경영관리 1.5 1.2 1.3 1.33 N

대학자율 능력단위

KCS-3040101_14v1 블로킹 4.4 4.6 4.7 4.57 Y

KCS-3040102_14v1 와인딩 4.7 4.8 4.9 4.8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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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검증 예시 2 : 피부미용

직무명

능력단위 교육과정 반영도

평균 활용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

교육 
필요도

직무
중요도

자격증
연계

피부

미용

1201010201_14v2 피부미용 고객 상담 4.2 4.1 2.5 3.60 Y

1201010202_14v2 피부미용 피부분석 4.7 4.3 3.4 4.13 Y

1201010203_14v2 얼굴관리 4.8 4.7 4.4 4.63 Y

1201010204_14v2 전신관리 4.5 4.7 4.2 4.47 Y

1201010205_14v2 피부미용 특수관리 4.2 4.1 3.1 3.80 Y

1201010206_14v2 피부미용 고객마무리관리 4.3 3.2 2.8 3.43 Y

1201010207_14v2 피부미용 기기 활용 4.3 4.5 3.3 4.03 Y

1201010208_14v2 피부미용 기구 활용 4.1 3.6 3.2 3.63 Y

1201010209_14v2 피부미용 화장품 사용 2.8 3.2 2.1 2.70 N

1201010210_14v2 피부미용 위생관리 3.9 3.8 2.5 3.40 Y

1201010211_14v2 피부미용 샵 경영관리 3.2 1.5 1.1 1.93 N

대학자율 능력단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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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력단위요소 검증

직무모형 검증 시 하나의 능력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단위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능력단위 요소의 교육 필요도, 직무 중요도 등을 검토

하여 선별적 활용 가능

능력단위요소의 선정여부는 해당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

능력단위요소 검증 예시 : 헤어미용

분 류 번 호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활용

1201010101_14v2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미용사 위생 관리하기 Y

미용업소 위생 관리하기 Y

미용업 안전사고 예방하기 Y

1201010102_14v2 미용업 고객 서비스

데스크  안내 업무하기 Y

대기고객 응대하기 Y

고객관리하기 N

불만족 고객 대처하기 N

1201010103_14v2 고객시술 서비스 상담

시술 전 고객정보 수집하기 Y

헤어디자인 설계하기 Y

요금 설정하기 Y

1201010104_14v2 샴푸

샴푸 준비하기 Y

샴푸 시술하기 Y

샴푸 마무리하기 Y

KCS-3040101_1

4v1
블로킹

블로킹  준비하기 Y

기본 블로킹 시술하기 Y

응용 블로킹 시술하기 Y

KCS-3040102_1

4v1
와인딩

와인딩 준비하기 Y

기본 와인딩 시술하기 Y

응용 와인딩 시술하기 Y

1201010105_14v2 기본 헤어 커트

기본 헤어 커트 준비하기 Y

기본 헤어 커트 시술하기 Y

기본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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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활용

1201010106_14v2 응용 헤어 커트

응용 헤어 커트 준비하기 Y

응용 헤어 커트 시술하기 Y

응용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Y

1201010107_14v2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Y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Y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Y

1201010108_14v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Y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Y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Y

1201010109_14v2 기본 헤어 컬러

기본 헤어 컬러 준비하기 Y

기본 헤어 컬러 시술하기 Y

기본 헤어 컬러 마무리하기 Y

1201010110_14v2 응용 헤어 컬러

응용 헤어 컬러 준비하기 Y

응용 헤어 컬러 시술하기 Y

응용 헤어 컬러 체인지 시술하기 Y

응용 헤어 컬러 마무리하기 Y

1201010111_14v2 헤어스타일 연출

블로우드라이하기 Y

헤어마샬웨이브하기 N

헤어세트롤러하기 Y

업스타일하기 Y

1201010112_14v2 두피․모발 관리

두피․모발관리  준비하기 Y

두피관리하기 Y

모발관리하기 Y

두피․모발관리 마무리하기 Y

1201010113_14v2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제품사용하기 Y

제품추천하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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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준거 검증

선정된 능력단위요소에 포함된 수행준거의 교육 필요도, 직무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행준거 선정

수행준거 미활용 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수행준거 검증 예시 : 헤어미용

능력

단위명

능력단위

요소명
수행준거 활용여부 미활용 사유 

헤어

스타일

연출

업스타일하기

4.1 모발상태와 시술목적에 

따라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

다.

Y -

4.2 업스타일을 위해 사전작

업을 할 수 있다.
Y -

4.3 업스타일의 기본 테크닉

을 시술 할 수 있다.
Y -

4.4 디자인을 고려하여 브로

킹, 빽콤, 토대형성, 핀처리 

등을 할 수 있다.

Y -

4.5 디자인에 따라 헤어스타

일 제품을 사용하여 업스타일

을 마무리 할 수 있다.

Y -

4.6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헤

어악세사리와 피스로 장식할 

수 있다.

N

현장직무의 활용도가 낮으며, 교육 시 

창의성과 미적 감각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한 수행준거로 학생 수준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대학자율 능력단위요소

블로킹
블로킹 

준비하기

1.1 모발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 할 수 있다. 
Y -

1.2 엉킨 모발을 정돈할 수 

있다.
Y -

1.3 블로킹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Y -

유의사항

직무모형 검증은 반드시 학과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함

능력단위를 선정할 최소 점수는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학에서 활용하지 않은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에 대해서는 직무

모형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  

능력단위 검증표, 능력단위요소 검증표, 수행준거 검증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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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도출

   
- 선정된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별 교과목 편성 방법은 1:1, N:1, 1:N, N:N 등 편성 가능

주요 내용 및 방법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관계 및 능력단위요소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도출

교과목의 도출은 능력단위와 교과목에 대하여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1:N, N:1, N:N 등의 편성 가능

교과목명은 능력단위명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능력단위의 내용을 반영한 

명칭 또는 산업현장 직무를 고려한 명칭 사용 가능

이수시간(학점)은 NCS에 제시된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량을 고려하여 결정 

교과목 도출 예시 1 : 헤어미용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NCS 학습모듈 교과목명
이수시간
(학점)

샴푸

샴푸 준비하기

미개발

베이직

헤어드레싱
60(3)

샴푸 시술하기

샴푸 마무리하기

블로킹

(자체능력단위)

블로킹  준비하기

미개발기본 블로킹 시술하기

응용 블로킹 시술하기

와인딩

(자체능력단위)

와인딩 준비하기

미개발기본 와인딩 시술하기

응용 와인딩 시술하기

기본 헤어 커트

기본  헤어 커트 준비하기

미개발
베이직

헤어커트
60(3)기본 헤어 커트 시술하기

기본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응용 헤어 커트

응용 헤어 커트 준비하기

미개발
어드밴스드

헤어커트
60(3)응용 헤어 커트 시술하기

응용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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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도출 예시 2 : 피부미용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NCS 

학습모듈 교과목명
이수시간
(학점)

얼굴관리

얼굴 클렌징하기 미개발

베이직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45(2)

45(2)

눈썹정리하기

미개발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45(2)

얼굴 딥클렌징하기

매뉴얼테크닉하기 미개발

베이직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45(2)

45(2)

영양물질 도포하기

미개발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45(2)얼굴 팩·마스크하기

얼굴관리 마무리하기

피부미용 

기기 활용

직류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미개발
스킨케어 

기기관리 
45(2)

교류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미개발
메디컬 

스킨케어
45(2)

음파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기사용하기

피부미용 

기구 활용

압력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미개발
스킨케어 

기기관리
45(2)

색채, 빛, 온도를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미개발
메디컬 

스킨케어
45(2)

물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열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미개발
스킨케어 

기기관리
45(2)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피부미용 기구사용하기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된 지식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론 교과목을 

도출할 수 있음(단, 이론 교과목은 NCS 적용 교과목으로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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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도출 예시 : 이론 교과목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요구 지식 교과목명
이수시간
(학점)

샴푸

샴푸 준비하기
- 샴푸의 성분과 작용원리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미용 모발학 45(3)

샴푸 시술하기

샴푸 마무리하기

기본 

헤어 

커트

기본  헤어 커트 준비하기
- 모발상테에 적합한 수분 

밸런스에 관한 지식

…

기본 헤어 커트 시술하기

기본 헤어 커트 마무리하기

… … …

기본 

퍼머넌트 

웨이브

기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 펌제 성분과 작용에 관한 

지식

- 헤어스타일 연출 제품에 

관한 지식

…

기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기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유의사항

동일한 교과목 명칭에 번호를 붙여 교과목명을 만든 것은 지양(예, 교과목 Ⅰ,

교과목Ⅱ, 교과목Ⅲ)

국가시험과 관련된 교과목 명칭은 변경 없이 사용가능

능력단위기반 교과목 도출표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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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및 도구를 바탕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도출된 교과목 별로 능력단위의 내용(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

구성요소 : 교과목명, 관련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시수, 교육방법, 교육정보, 평가내용, 장비 및 도구 등

교육목표는 해당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NCS의 

능력단위 정의, 수행준거 등을 활용하여 작성

교육내용은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대단원과 중단원 수준에서 제시

하며, NCS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교수·학습방법은 교과목과 연관된 직무 및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목

에서 활용하는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작성함(예: 캡스톤 디자인, 팀프로젝트 등)

평가방법은 NCS 수행준거 및 평가지침(평가방법, 평가 시 고려사항)을 활용

하여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평가방법의 상세내용은 과목별

평가계획서에서 기술

장비 및 도구는 NCS 적용 교과목인 경우 NCS 능력단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술하며, NCS 미적용 교과목인 경우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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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프로파일 사례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베이직헤어드레싱 이수구분 전공선택 시수 4

학년-학기 1 - 1 학    점 3 이론/실습 2 / 2

직무명 및 NCS 능력단위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학습모듈

헤어미용

샴푸 1201010104_14v2 □유 / ■무

블로킹 KCS-3040101_14v1 □유 / ■무

와인딩 KCS-3040102_14v1 □유 / ■무

교 과 목 

개    요

및

특    징

[교과 개요]

⦁미용사로써 고객의 미적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헤어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

으로 갖춰야 하는 헤어드레싱 테크닉을 숙달하기 위해 편성됨

⦁NCS 능력단위의 수행준거와 대학 자체능력단위의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샴푸와 기본 

헤어미용 동작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모발과 제품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본적인 샴푸, 블로킹, 와인딩 테크닉을 숙달함

[교과 특징]

⦁본 교과는 미용사(헤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 테크닉을 숙달하기 위한 교과목

으로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링에 활용되는 샴푸, 블로킹, 와인딩 

테크닉을 습득함으로써 미용사(헤어) 자격증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음

⦁본 교과는 1:1 개인실습, 팀별 실습 중심의 교과목이며 향후 헤어미용 실습 교과목의 

기초과목임

교    육

목    표

⦁두피와 모발 상태, 헤어미용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샴푸제를 선택하여 샴푸 

테크닉으로 두피와 모발을 세정할 수 있다.

⦁두상의 모양을 고려하여 두상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연결하여 두상을 

블로킹 할 수 있다.

⦁모발의 길이와 탄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롯드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으며 두상에 

다양한 각도로 와인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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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1. 샴푸

(1) 샴푸 준비

(2) 샴푸 시술

(3) 샴푸 마무리

2. 블로킹 

(1) 블로킹 준비와 기본 블로킹

(2) 응용 블로킹

3. 와인딩

(1) 와인딩 준비와 기본 와인딩

(2) 응용 와인딩

장   비 

및

도   구

NCS 능력단위 자체 능력단위

• 샴푸대와 샴푸의자

• 상하수도 및 냉온수 시설

• 샴푸용 헤어브러시

• 샴푸용 얼굴가리개와 어깨보

• 타월

• 핀셋과 빗류

• 브러시류

• 롯드류, 파지, 고무밴드, 스틱

• 분무기

교수·학습

방   법

a b c d e f g h

○ ○ ○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

폴리오(학습자/교수자), h. 기타 

평   가

방   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

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교   육

정   보

⦁ 헤어드레싱, 샴푸 관련 참고도서
⦁ 인터넷을 통한 전문 채널 및 비디오, DVD 등의 시청각 자료 
⦁ 사용제품의 제품 설명서



62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관련 NCS 정보

대분류
중분
류

소분
류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이/
미용

이/미
용서
비스

헤어미용 샴푸 1201010104_14v2

능력단위요소(코드)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1

샴푸

준비하기

(1201010104_1

4v2.1)

1.1
두피․모발상태나 시술목적에 따라 

샴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 샴푸의 성분과 작용원리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두피와 모발 유형에 적합한 샴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 

◦ 시술유형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샴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  

◦ 두피 지압점과 귀 혈점에 관한 지식

◦ 사전 브러시와 두피 매니플레이션 기법에 관한 지식

◦ 적정 수온과 수압에 관한 지식

◦ 샴푸대 사용법 

【기 술】

◦ 두피와 모발에 따른 샴푸제를 선택하는 능력 

◦ 시술유형과 사용목적에 따른 샴푸제를 선택하는 능력 

◦ 고객 응대에 관한 기술

◦ 지압 ․ 두피매니플레이션 테크닉

◦ 두피 유형을 고려한 사전 브러시 테크닉

◦ 샴푸대 사용기술

◦ 수온과 수압 조절 능력

【태 도】

◦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   

◦ 고객에게 어깨보나 무릎 덮개를 착용할 때 주의하는 태도  

◦ 두피유형을 고려하여 사전 브러시하려는 노력

1.2 
모발길이나 모량에 따라 샴푸제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1.3
엉킨모발의 정돈과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전브러시를 할 수 있다.

1.4

혈액순환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두피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

1.5

고객편의를 위해 가운을 착용해 

주고 샴푸대와 수온을 조절할 

수 있다. 

2

샴푸

시술하기

(1201010104_1

4v2.2)

2.1
두피․모발 상태를 파악하여 샴푸

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 지압과 매니플레이션의 효과에 관한 지식

◦ 두피․모발 유형에 관한 지식

◦ 적정한 수온과 수압에 관한 지식 

◦ 시술 목적에 적합한 샴푸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혈점을 이용한 정확한 지압 테크닉

◦ 두상의 지압 매니플레이션

◦ 샴푸테크닉

◦ 수온과 수압을 조절하는 능력  

【태 도】

◦ 고객의 얼굴이나 옷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

◦ 시술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  

2.2 

염색, 헤어커트, 퍼머넌트웨이브 

전․후 등 시술목적에 따라 샴푸

할 수 있다.

2.3

샴푸성분이 남지 않도록 페이스

라인, 귀, 모발, 두피 등을 충분

하게 헹굴 수 있다.

2.4
샴푸 후 모발보호제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고객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

하여 대처 할 수 있다.

3

샴푸

마무리하기

(1201010104_1

4v2.3)

3.1
페이스라인과 귀의 뒷부분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지 식】

◦ 염색, 헤어커트, 퍼머넌트웨이브 등 시술 목적에 적합

한 수분 함량에 관한 지식 

【기 술】

◦ 타월드라이 테크닉

◦ 타월로 모발을 감싸는 기술

【태 도】

◦ 시술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  

3.2 
모발의 물기제거를 위해 타월

드라이를 할 수 있다.

3.3

샴푸를 마친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샴푸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3.4
고객을 샴푸실에서 시술장소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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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
류

소분
류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 - - 블로킹 KCS-3040101_14v1

능력단위요소(코드)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1

블로킹

준비하기

(KCS-3040101

_14v1.1)

1.1
모발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 

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태 도】

◦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전 브러시하려는 

노력

1.2 엉킨 모발을 정돈할 수 있다.

1.3
블로킹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

할 수 있다.  

2

기본

블로킹

시술하기

(KCS-3040101

_14v1.2)

2.1
블로킹 시 도구를 올바로 사용

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두상의 주요 포인트에 관한 지식

◦ 두상에 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 두상에 정중선과 측두선을 설정하는 능력

◦ 정중선과 측두선을 활용하여 블로킹하는 능력

◦ 블로킹 후 모발을 클립 등으로 정리하는 능력

【태 도】

◦ 두상에 명확한 블로킹 라인을 설정하는 노력

◦ 블로킹된 두상의 면적이 균일하도록 설정하려는 노력

2.2 
두상의 정중선을 활용하여 

2등분 할 수 있다.

2.3
두상의 정중선과 측두선을 활용

하여 4등분 할 수 있다.

2.4
블로킹 후 모발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다.

3

응용

블로킹

시술하기

(KCS-3040101

_14v1.3)

3.1
블로킹 시 도구를 올바로 사용

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두상의 주요 포인트에 관한 지식

◦ 두상에 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블로킹하는 능력

◦ 블로킹 후 모발을 클립 등으로 정리하는 능력

【태 도】

◦ 두상에 명확한 블로킹 라인을 설정하는 노력

◦ 블로킹된 두상의 면적이 균일하도록 설정하려는 노력

3.2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5등분 할 수 있다.

3.3
두상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9등분 할 수 있다.

3.4
블로킹 후 모발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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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
류

소분
류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 - - 와인딩 KCS-3040102_14v1

능력단위요소(코드)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1

와인딩

준비하기

(KCS-3040102

_14v1.1)

1.1 모발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 
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롯드, 파지, 고무밴드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롯드를 선택하는 능력

【태 도】

◦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전 브러시하려는 노력

1.2 엉킨 모발을 정돈할 수 있다.

1.3 와인딩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
할 수 있다.  

2

기본

와인딩

시술하기

(KCS-3040102

_14v1.2)

2.1 와인딩 시 도구와 파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롯드, 파지, 고무밴드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롯드, 파지, 고무밴드를 활용한 와인딩에 관한 지식

◦ 와인딩 시 두상과의 각도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롯드를 선택하는 능력

◦ 두상에 특정 각도로 와인딩 하는 능력

【태 도】

◦ 각도에 따라 롯드의 위치가 일정하도록 와인딩하는 노력

◦ 모발의 끝이 롯드에 접히지 않도록 유의하는 노력

◦ 와인딩 시 균일한 텐션을 유지하려는 노력

2.2 기본90도 와인딩을 할 수 있다.

2.3 기본45도 와인딩을 할 수 있다.

2.4 기본135도 와인딩을 할 수 있다.

2.5 와인딩 후 모발을 정리할 수 있다.

3

응용

와인딩

시술하기

(KCS-3040102

_14v1.3)

3.1 와인딩 시 도구와 파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 식】

◦ 두피와 모발에 관한 지식

◦ 빗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롯드, 파지, 고무밴드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한 지식

◦ 롯드, 파지, 고무밴드를 활용한 와인딩에 관한 지식

◦ 와인딩 시 두상과의 각도에 관한 지식

◦ 롯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와인딩에 관한 지식

【기 술】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

◦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따라 빗을 선택하는 능력

【태 도】

◦ 각도에 따라 롯드의 위치가 일정하도록 와인딩하는 노력

◦ 모발의 끝이 롯드에 접히지 않도록 유의하는 노력

◦ 와인딩 시 균일한 텐션을 유지하려는 노력

◦ 롯드의 배열과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3.2 세로 와인딩을 할 수 있다.

3.3 블록형 와인딩을 할 수 있다..

3.4 더블 와인딩을 할 수 있다.

3.5 와인딩 후 모발을 정리할 수 있다.

계 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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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과목 프로파일은 교과목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교수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강의계획서(수업계획서)와는 구분되어야 함 

장비 및 도구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자재 도입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도출된 교과목별 프로파일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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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 도출된 교과목을 학기 단위로 분류하며, 능력단위 간 연계성을 표기

- 전체 교과목에 대한 NCS 활용 및 대학 자율적으로 도출된 교과목에 대한

총괄도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학기별 교과목과 NCS 연계성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년 및 학기 단위로 분류

도출된 교과목과 NCS의 능력단위와의 연계성을 표기

NCS와 교과목 연계성 예시

교과목명

능력단위명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미용모발학
베이직 

헤어드레싱
베이직 

헤어커트
베이직 

퍼머넌트

샴푸(2) ○

블로킹(2) ○

와인딩(2) ○

기본 헤어 커트(3) ○

기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3) ○

교과목명

능력단위명

2학년 1학기

프랙티컬 
스킨케어

아로마 테라피 미용경락

피부미용 고객 상담(6) ○

피부미용 피부분석(4) ○

피부미용 특수관리(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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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CS 적용 총괄도 작성

도출된 전체 교과목에 대한 NCS 적용, 대학 자율 편성, NCS 학습모듈 활용 

등이 기술된 총괄도를 작성

NCS 적용 총괄도 예시

교과목
학년-학기

NCS
적용

대학
자율
편성

학습
모듈
활용1-1 1-2 2-1 2-2

EC1(생애설계지도) ● ○ -

BM(기초수리역량) ● ○ -

색채 및 일러스트레이션 ● ○ -

CS1(자기관리실습) ● ○ -

파워포인트 ● ○ -

CS2(대인관리실습) ● ○ -

EC2(경력관리지도) ● ○ -

미용모발학 ● ○ -

피부과학 ● ○ -

베이직 헤어드레싱 ● ○ -

베이직 헤어커트 ● ○ -

베이직 퍼머넌트 ● ○ -

베이직 헤어컬러링 ● ○ -

미용화장품 ● ○ -

베이직 스킨케어 ● ○ -

스킨케어 기기관리 ● ○ -

베이직 메이크업 ● ○ -

베이직 매니큐어 ● ○ -

어드밴스드 헤어커트 ● ○ -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 ○ -

어드밴스드 헤어컬러링 ● ○ -

드라이와 업스타일 ● ○ -

두피관리 ● ○ -

어드밴스드 스킨케어 ● ○ -

바디트리트먼트 ● ○ -

미용경락 ● ○ -

해부생리학 ● ○ -

어드밴스드 메이크업 ● ○ -

프랙티컬 스킨케어 ● ○ -

프랙티컬 메이크업 ● ○ -

프랙티컬 매니큐어 ● ○ -

살롱 트리트먼트 ● ○ -

메디컬 스킨케어 ● ○ -

디자인창작 ● ○ -

현장실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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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NCS와 교과목 연계성 기술 시 교과목 혹은 능력단위의 수가 많은 경우 학기

및 학년 단위로 작성할 수 있음

NCS 학습모듈이 개발 된 NCS 적용 교과목은 NCS 학습모듈을 활용함

NCS와 교과목 연계성 표, NCS 적용 총괄도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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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능력의 모습과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직무별 로드맵을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단계별로 연결한 

그림으로,

도출된 교과목 프로파일에 나타난 교육목표,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전공영역 뿐만 아니라 도출된 직무별 직업기초능력도 표기되어야 함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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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예시 2

교

육

목

표

과학과 예술을 기초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

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용서비스의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미용전문인을 양성한다.

핵

심

직

무

인

재

양

성

유

형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EC1(생애설계지도)

BM(기초수리역량)

색채및일러스트레이션

미용화장품

파워포인트

CS1(자기관리실습) CS2(대인관리실습)

EC2(경력관리지도)

해부생리학

현장실습

디자인창작

직업
(군)
공통

미용모발학

베이직헤어드레싱

베이직헤어커트

베이직퍼머넌트

어드밴스드헤어커트

어드밴스드퍼머넌트

베이직헤어컬러링

두피관리

드라이와 업스타일

어드밴스드헤어컬러링

헤
어
미
용

미
용
사

피부과학

베이직스킨케어

스킨케어기기관리

어드밴스드스킨케어

바디트리트먼트

프랙티컬스킨케어

아로마테라피

미용경락

살롱트리트먼트

메디컬스킨케어

피
부
미
용

피
부
관
리
사

베이직메이크업 어드밴스드메이크업 프랙티컬메이크업

메
이
크
업

메
이
크
업
아
티
스
트

베이직매니큐어 프랙티컬매니큐어

네
일
미
용

네
일
아
티
스
트

유의사항

교육과정 로드맵의 작성은 학습자들이 재학 중 진로 설계의 기초자료가 됨

작성된 로드맵은 직무수행능력성취도 산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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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육과정Ⅱ-2

   

- NCS 개발 유보 및 미개발 분야에서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직무분석을 활용하거나 유사 분야에서 NCS가 개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개편 가능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절차와 유사하게 이미 현장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경우는 이를 활용 가능

- 국가자격 및 면허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은 검정기관에서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

또는 자격 및 면허 검정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장중심 교육과정

적용 가능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체 직무분석을 위해 다수 전문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DACUM 방법을 예시로써 제시한 것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이미 연구․개발된 직무분석자료가 있는 분야의 경우 이를

대학(학과)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도 가능

 Ⅱ-2-1. 개발 개요

1) 직무분석(DACUM 개요)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DACUM 개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단계에서 필요한 직업과 직무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직무분석 기법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가정 하에서 이루어짐

- 숙련된 근로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자신들의 작업(직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의할 수 있음

-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식, 기술, 도구와 자세

(태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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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직무)을 정의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주요 용어

- 직업(Occupation) : 한 개의 직무 또는 몇 개의 유사 직무로 구성되며, 능력에

따라 생계유지를 하거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 

(예: 자동차 정비원)

- 직무(Job) : 개별 근로자 한사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됨(예: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 책무(Duty) : 어떤 관련된 작업을 임의로 묶어 놓은 것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가장 주가 되는 책임(예: 엔진계열 정비, 새시 계열 정비, 전기·

전자계열 제어)

- 작업(Task) : 한 개의 책무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작은 단위로 나눈 것으로

그 자체로 독립될 수도 있으며, 측정이 가능한 행동의 범위(예: 엔진분해하기,

엔진점검하기 등)

자동차 정비공의 직무, 책무, 작업의 예

직무(job) 책무(duty) 작업(task)

1. 자동차 정비

2. 자동차 검사

1. 엔진계열 정비

2. 새시계열 정비

3. 전기/전자계열 정비

1. 엔진결함 진단하기

2. 엔진냉각기 정비하기

3. 오일 교환하기

4. 연료분사계통 정비하기

5. 연료펌프 정비하기

나. DACUM 워크샵 구성

내용전문가(SME : Subject Matter Expert) : 해당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현업

전문가(Panelist) 6-8명으로 구성

- 해당 직무에 탁월한 업무 수행자

- 해당 직무에 대하여 직무, 책무, 작업 등을 열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진행자(Facilitator) : DACUM 전문가로 워크샵 진행 및 내용전문가의 생각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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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과정의 합의, 중재자

- 기록자(Recorder) : 진행자의 업무를 돕고 회의내용을 정리함

- 참관자(Observer) : 교육훈련전문가, 평가전문가 등

다. DACUM 주요절차 

분석 대상 직무를 정의

참석자들로부터 책무를 도출(8 - 12개)

책무를 바탕으로 작업을 도출

도출된 책무와 작업의 순서와 내용을 점검 확인

작업별로 중요도, 난이도, 빈도를 부여

관련지식, 기술, 도구를 도출

지식, 기술, 도구를 바탕으로 교과목 도출

라. DACUM 모델

DACUM 모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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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개요

1
단계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
단계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3

단계

직무정의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를 정의


4

단계

직무모형 설정 

 - 직무정의에서 도출된 책무(Duty)를 바탕으로 작업(Task)을 기술(데이컴 차트)


5

단계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작업(Task)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6

단계

작업별 K/S/A, 수행준거 도출

 - 직무모형 검증을 통하여 도출된 핵심 작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기술



7
단계

교과목 도출

  - 작업(Task)별로 작성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바탕으로 교과목 도출

  - 도출된 교과목과 작업 간 연계성(Task Course matrix) 작성 


8

단계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종합하여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9

단계

교육과정 수립 및 로드맵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수립 및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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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2. 개발 절차

1)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도출

- 산업 동향(산업체 현황 및 전망), 인력 동향(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지역

동향(지역 산업체/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분석

- 학과 현황(인재양성유형, 교육목표,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등),

학생 현황(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교원 현황(전임교원/비

전임교원 현황 및 전공 등) 분석

-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증,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과 기

타 직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을 조사, 분석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외부 환경분석

외부환경은 산업 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분석을 토대로 산업체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인재양성유형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산업 동향 : 학과 관련 산업 현황, 전망, 정책 등

인력 동향 : 학과 관련 인력 현황, 전망, 정책 등

지역 동향 : 해당지역의 학과 관련 산업, 인력, 정책 동향 분석 등

분석 방법 : 통계청 자료(표준산업분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력수급전망, 산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직업사전,

직업전망), 정책자료(교육부 및 관련 부처)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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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산업 동향

- 학과 관련 산업 현황

- 학과 관련 산업 전망

- 학과 관련 산업 정책

- 통계청 자료(표준산업분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인력수급전망, 산업별 

고용구조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직업사전, 직업전망)

- 정책자료(교육부 및 관련 부처)

인력 동향

- 학과 관련 인력 현황

- 학과 관련 인력 전망

- 학과 관련 인력 정책

지역 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산업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인력동향

- 지역의 학과 관련 정책동향

분석 예시 1 : 산업동향 분석 중 고용동향 분석 

예시 1  산업동향(고용동향) 분석

요양기관 현황 및 요양기관 종별 물리치료실 현황

출처: 통계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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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시 2 : 인력수급전망 분석(직업(군): 물리치료사)

예시 2  인력동향(인력전망) 분석

분석 예시 3 : 지역동향 분석  

예시 3  지역동향 분석(지역 산업/인력 현황 및 전망) 

[경상북도 산업현황 분석]
□ 산업구조

  경북지역 전체 물리치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주시의 물리치료사 또한 다소 완만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2년 기준 경북지역의 지역별 물리치료사는 포항시가 264 명으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영주시의 물리치료사는 59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지역 물리치료사 현황(’12)>

출처: 통계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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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은 학과 현황, 학생 현황, 교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산업체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내부 기초 자료 제시

학과 현황 : 인재양성유형, 교육목표,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등에 대해 대학 및 학과 내부 자료와 학생 진로 및 자격 취득 데이터

분석 

학생 현황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에 대해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최근 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추이

분석,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교원 현황 : 전임교원 빛 비전임교원 현황과 전공영역 등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내부환경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영역 분석  내용 분석 방법

학과 현황

- 양성인력
- 교육목표
- 교육과정
- 졸업 후 진로
- 취득 가능 자격증

- 대학 및 학과 내부 자료 분석

- 학생 진로 및 자격 취득 데이터 분석

학생 현황

- 신입생 경쟁률
- 재학생 중도탈락률
- 진학률
- 취업률
- 자격증 취득률

-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 학과와 대학의 관련지표 추이 분석

   (최근 3년 자료)

- 타 대학 유사학과의 관련지표 비교 분석

교원 현황 -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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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시 1 : 학과 취업현황 분석

예시 1  전공별 취업 현황 분석

분석 예시 2 : 최근 3년간 졸업생 상세 취업현황

예시 2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처 분석(2011-2013)

2011년 2012년 2013년도 합계

졸업생 수 217명 239명 214명 670명

건보가입 취업자 127명 102명 111명 340명

입대자․진학자 11명 16명 11명 38명

건보가입 취업율 61.7% 45.7% 54.7% 53.8%

연도별 

주요 취업처

(건보가입자 기준)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1. 보육교사

2.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1. 사회복지사

2. 보육교사

3.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31명 20명 14명 65명

보육교사 13명 20명 28명 61명

간호조무사 7명 6명 10명 23명

상담․청소년지도사 1명 0명 0명 1명

기타 75명 56명 70명 201명



80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다. 요구분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증,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과 기타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을 조사, 분석

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산업체 직업(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조사 및 분석(외부

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 NCS 직업기초능력 참고)

산업체 직업(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능력의 조사 및 분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를 조사, 분석

분석 예시(사회복지 분야)

조사 내용 응답내용별 순위 

지

역

산

업

체 

채용 시 

중요 항목
① 인성 및 성실성 ② 전공실무능력 ③ 팀워크 ④ 직업기초능력 ⑤ 추진력

신입사원 

부족능력
① 전공실무능력 ② 직업기초능력 ② 추진력․적극성 ④ 아이디어

직업기초

능력의 

중요도

①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리더쉽, 갈등관리, 협상 및 고객서비스 능력)

② 의사소통 능력 (문서이해 및 작성능력, 경청, 의사표현과 외국어 능력)

③ 조직이해 능력 ( 국제 감각, 조직이해, 경영이해, 업무 이해 능력)

④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및 문제처리능력)

보육영역의 

중요도

① 보육의 기초  ② 건강․영양․안전  ③ 영유아교육 ④발달 및 지도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① 보육과정 및 보육계획 ② 영유아 교수방법 ③ 아동안전관리

재

학

생

채용 중요 
항목

① 인성 및 성실성 ② 전공실무능력 ③ 추진력 ④ 기초직업능력

취업 
희망직무

① 사회복지사 ② 보육교사 ③ 간호조무사 ④ 요양보호사 

취업 도움 
자격증

① 컴퓨터 자격 ② 간호조무사 ③ 요양보호사

진로목표 
관심영역

① 전공자격증 취득 ② 학점관리 ③ 봉사활동 ④ 컴퓨터 활용 능력

졸

업

생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 분석

① 사회복지사 ② 보육교사 ③ 간호조무사
 ※ 2012년 이후 보육교사 직종 취업률이 사회복지사 직종 취업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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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군) 선정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과의 인재양성

유형 설정과 교육목표 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을 도출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학과 인재양성분야의 직업

(군)을 선정

대상 직업(군)은 한국직업표준분류 혹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기술

대상 직업(군)의 선정 예시 1(5점 척도 활용) : 단일 직업(군) 경우

직무 

중요도*
직업 전망 취업성과 학과 비전

교육 

효과성
계 결 과

물리치료사 5 4 4 5 5 23 선정

대상 직업(군)의 선정 예시 2(5점 척도 활용) : 복합 직업(군) 경우

직무 

중요도*
직업 전망 취업성과 학과 비전

교육 

효과성
계 결 과

자동차정비원 5 4 4 5 5 23 선정

자동차판매원 2 4 2 2 5 15 미선정

자동차부품

생산원
4 4 4 4 5 21 선정

자동차

손해사정인
1 4 2 2 5 14 미선정

* 요소 : 직무(Job)의 중요성, 직업전망과 비전, 인력수요 전망, 주요 취업처, 학과의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활용

유의사항

자료조사 및 인터뷰 등의 관련 자료

설문관련 내용(설문지, 분석 내용 등)

환경분석의 시사점 도출은 SWOT 분석도 활용가능

자료조사 및 인터뷰 등의 관련 자료, 설문관련 내용(설문지, 분석 내용 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결과, 대상 직업(군)의 선정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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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산업체 현장직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양성유형에 따른 학과 전체 교육목표, 인재양성유형별 세부 교육목표

도출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개발 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인재양성유형 설정

인재양성유형은 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직업(군) 및 하위의 직무수준에서 

작성

주요 담당 업무는 학습자가 산업체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인재양성유형 예시

인재양성

유형
 물리치료사

주요 

담당 

업무

▣ 물리치료사

 [직업 개요]

  ◾물리치료사는 일생동안 최대한의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유지시키며, 보유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과정, 손상 또는 질환으로 인한 움직임과 

기능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임 

 [주요 직무] 

  ◾신경계 질환의 환자에게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질환별로 물리치료적 

진단 및 처방 그리고 치료까지의 모든 단계를 적용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에게 질환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적용

  ◾심혈관 질환의 환자에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용

  ◾호흡 질환의 환자에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용

  ◾피부 질환의 환자에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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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수립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과의 인재양성유형 설정에

따라 학과의 교육목표를 도출

교육목표 수립 예시 

물리치료과 인재상

전문성과 인간애를 실천하는 물리치료인

물리치료과 교육목표

물리치료인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 

차별화 된 직업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에 중점을 둔다. 

물리치료인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 중심의 교육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본 품성과 직업예절을 

함양한 공동체적 사회인 육성에 중점을 둔다.

물리치료인으로 갖추어야 할 생애학습 교육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끝없는 열정

으로 직업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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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별 현장전문가(SME : Subject Matter Expert) 선정 및 교육

과정개발 위원회 구성

(1)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적절한 검토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자 

산업체 현장 전문가 직무별 2명 이상 권장 

(2)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구성

직무별 현장전문가와 내부 교수자로 구성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

구분 전공분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물리치료 남○○ ○○○대학교 물리치료과 부교수

내부 물리치료 황○○ ○○○대학교 물리치료과 부교수

내부 물리치료 임○○ ○○○대학교 물리치료과 조교수

내부 물리치료 이○○ ○○○대학교 물리치료과 조교수

내부 물리치료 차○○ ○○○대학교 물리치료과 조교수

내부 교육학 박○○ ○○○대학교 물리치료과 조교수

구분 직무분야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비고

SME 신경계 치료 최○○ ○○대학교병원 기사장 35년

SME 신경계 치료 소○○ ○○○병원 팀장 20년

SME 근골격계 치료 이○○ ○○의료원 주임치료사 16년

SME 근골격계 치료 박○○ ○○재활병원 실장 11년

SME 심혈관계 치료 윤○○ ○○○병원 팀장 20년

SME 심혈관계 치료 최○○ ○○의료원 실장 16년

SME 호흡치료 강○○ ○○○병원 실장 10년

SME 호흡치료 한○○ ○○○병원 실장 15년

SME 피부치료 서○○ ○○의료원 실장 8년

SME 피부치료 최○○ ○○○의료원 실장 7년

유의사항

인재양성유형에 따른 학과의 교육목표, 최종 선정된 인재양성유형 표, 교육

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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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정의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를 정의하고 직무별

책무를 도출

- 요구분석 및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

주요 내용 및 방법

학과와 관련된 직종, 직무 및 책무의 분류는 요구분석 및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함

직무정의에서 분류된 직업(군)은 가이드라인 Ⅱ-2-1. 개발절차의 라. 직업(군)

선정에서 최종 선정된 직업(군) 임 

직업기초능력은 요구분석 및 환경분석 등 학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직무정의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예시 

직업(군)
직무명

(물리치료)
직무정의 직업기초능력

물리

치료사

신경계

치료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 해부학적 지식과 신경계진단학, 

질환별 물리치료, 운동치료, 신경계 치료 등의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질환별로 물리치료적 진단 

및 처방 그리고 치료까지의 모든 단계를 환자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업무를 말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근골격계

치료

근골격계 질환 및 골절, 탈구, 연부조직의 손상, 

변형, 근육질환의 원인, 증상 및 징후, 예후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업무를 말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심혈관

치료

심혈관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

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업무를 말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호흡

치료

호흡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

료업무를 말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피부

치료

피부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후 등을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

료업무를 말한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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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직업(군)에 따른 직무 및 책무의 명칭과 내용은 직무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직무정의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표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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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모형 설정

   
- 해당 직종에 대하여 현업 전문가 혹은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하여 세부 업무

영역을 기술하게 하여 직무 모형의 초안을 수립

주요 내용 및 방법

직무정의에서 도출된 책무(Duty)를 바탕으로 작업(Task)을 기술

작업(Task) 기술 방법은 

- 작업(Task) 수행 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할 것

-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한 개의 행위동사를 포함시킬 것

- “효과적인, 효율적인” 과 같은 형용사적 표현은 삼가 할 것.

- 작업(Task) 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언급은 피할 것

- 작업(Task)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말 것.

직무모형 설정 예시 : 근골격계 치료

직무명 : 근골격계 치료

책무 작업

치료자료수집
환자정보

수집하기

병력확인

하기

뼈대 및 

관절평가

어깨기초

검사하기

팔꿉기초

검사하기

손목 및 

손가락기초

검사하기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엉덩기초

검사하기 

무릎기초

검사하기

발목 및 

발가락기초

검사하기

영상의학

판독하기

어깨특수

검사하기

팔꿉특수

검사하기

손목과 

손가락특수

검사하기

목특수

검사하기

등특수

검사하기

허리특수

검사하기

골반특수

검사하기

엉덩특수

검사하기

무릎특수

검사하기

발목 및 

발가락특수

검사하기

팔관절가동범

위검사

하기

다리관절 

가동범위 

검사하기

근육평가
팔도수근력

검사하기

다리도수

근력검사하기

목 및 

허리도수근력

검사하기

얼굴도수 

근력검사하기

기능평가
자세검사 

하기

균형검사 

하기

보행검사 

하기

절단검사 

하기

치료계획
목표설정 

하기

치료계획 

작성하기

치료계획 

설명하기

임상의사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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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 및 

관절치료

골절

치료하기

기형

치료하기

골수염 

치료하기

변형성골염

치료하기

척추결핵 

치료하기

골다공증 

치료하기

넙다리뼈 

질환치료하기

탈구

치료하기

척추질환 

치료하기

류마티스관절

염치료하기

골관절염

치료하기

통풍성

관절염

치료하기

기타

관절질환

치료하기

연부조직

병변

치료하기

뼈대 및

관절질환

문제해결하기

근육질환치료

진행성근

이영양증

치료하기

중증성

근무력증

치료하기

선천성

근긴장증

치료하기

선천성

근무긴장증

치료하기

절단

치료하기

기타질환

치료하기

뼈대 및

관절질환

문제해결하기

기능운동치료

관절가동범위 

운동치료하기

신장운동

치료하기

관절가동술

운동치료하기

저항운동

치료하기

유산소운동

치료하기

균형운동

치료하기

수중운동

치료하기

팔운동

치료하기

척추운동

치료하기

다리운동

치료하기

산과운동

치료하기

혈관 및

호흡질환

운동치료하기

스포츠

물리치료

팔스포츠

운동치료하기

다리스포츠

운동치료하기

척추스포츠

운동치료하기

스포츠수중

운동치료하기

안정화운동

치료하기

신경근조절

운동치료하기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치료하기

플라이오

메트릭

운동치료하기

열린 및 

닫힌사슬

운동치료하기

정형물리치료
근막이완술치

료하기

근에너지기법

치료하기

시리악스

치료하기

관절가동술치

료하기

도수교정

치료하기

전기치료

직류

치료하기

이온도입

치료하기

고전압맥동전

류치료하기

은침전극

전기치료하기

조직치유

전기치료하기

미세전류

치료하기

경피신경

전기치료하기

역동전류

치료하기

간섭파전류치

료하기

단파투열

치료하기

극초단파

투열치료하기

초음파

치료하기

온열치료

온열

치료하기
냉치료하기

부분침수욕

치료하기

전신침수욕

치료하기

압주욕

치료하기

마찰

치료하기

습열 및 

건열치료하기

화학첨가물

이용치료하기

자연

치료하기

보조기 및 

의지적용

팔보조기

적용하기

다리보조기적

용하기

척추보조기적

용하기

팔의지

적용하기

다리의지

적용하기

보행보조

도구적용하기

지역사회치료
계획

수립하기

지역사회

치료참여하기

지역사회

치료평가하기

병원관리
감염

관리하기

심폐소생술

하기

시설 및 

치료기구 

안전관리하기

치료사의 

안전

관리하기

치료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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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모형 설정 예시 : 호흡 치료

직무명 : 호흡 치료

유의사항

직무모형도(데이컴 차트)를 산출할 수 있음

책무 작업

치료자료수집
환자정보수집

하기
병력확인하기

호흡평가

시진검사하기 청진검사하기 촉진검사하기
폐영상의학 

판독하기

폐기능

검사하기

폐운동능력

검사하기

동맥혈가스분

석하기

치료계획 목표설정하기
치료계획

작성하기

치료계획

설명하기

임상의사

결정하기

호흡치료

기도청결치료

하기

체위배담치료

하기

흉부가동운동

치료하기

호흡운동치료

하기
운동처방하기

도구를 이용한 

호흡운동치료

하기

지역사회치료 계획수립하기
지역사회치료

참여하기

지역사회치료

평가하기

병원관리 감염관리하기
심폐소생술

하기

시설 및치료기구 

안전관리하기

치료사의 

안전관리하기

치료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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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모형 검증

   

- 설정된 직무모형의 작업(Task)들에 대하여 설문조사(산업체 실무자 또는 교육

과정개발위원회 대상)로 검증

- 직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도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검증

주요 내용 및 방법

검증설문지 작성을 통한 직무모형 검증 절차

  - 동일 직무를 가진 산업체 실무자 또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 각 작업(Task)별로 작업(Task)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의 평균을 산출

- 직무 중요도 및 교육 필요도가 5.0(7점 척도) 이상인 핵심작업(Key task)를 

추출

- 핵심작업(Key task)를 추출하는 기준 점수는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책무 작업 직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도

근육

평가

1.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목 및 허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4. 얼굴 도수근력 검사하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 범례
1 전혀 중요(필요)하지 않다.
2 중요(필요)하지 않다.
3 별로 중요(필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5 어느 정도는 중요(필요)하다.
6 중요(필요)하다.
7 매우 중요(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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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모형 검증 예시 1 : 근골격계 치료

책무 작업
직무

중요도

교육

필요도
활용여부

치료자료수집

(A)

환자정보수집하기 5 5 Y

병력확인하기 5 5 Y

뼈대 및 

관절평가

(B)

어깨 기초검사하기 7 7 Y

팔꿉 기초검사하기 6 6 Y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5 5 Y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6 6 Y

엉덩 기초검사하기 6 6 Y

무릎 기초검사하기 6 6 Y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하기 5 5 Y

영상의학 판독하기 6 4　 N

어깨 특수검사하기 5 5 Y

팔꿉 특수검사하기 5 5 Y

손목과 손가락 특수검사하기 6 6 Y

목 특수검사하기 6 4 N

등 특수검사하기 6　 4　 N

허리 특수검사하기 6 4 N

골반 특수검사하기 6 4 N

엉덩 특수검사하기 5 4 N

무릎 특수검사하기 7 7 Y

발목 및 발가락 특수검사하기 6　 5 Y

팔관절 가동범위 검사하기 6 7 Y

다리관절 가동범위 검사하기 6 5 Y

근육평가

(C)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6 5 Y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6 5 Y

목 및 허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6 5 Y

얼굴 도수근력 검사하기 5 5 Y

기능평가

(D)

자세 검사하기 5 5 Y

균형 검사하기 6 5 Y

보행 검사하기 4 5 N

절단 검사하기 4 5　 N

치료계획
(E)

목표 설정하기 3 4 N

치료계획 작성하기 4 4 N

치료계획 설명하기 4 4 N

임상의사 결정하기 2 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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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모형 검증 예시 2 : 호흡 치료

책무 작업
직무

중요도

교육

필요도

활용

여부

치료자료수집

(A)

환자정보수집하기 5 5 Y

병력확인하기 5 5 Y

호흡평가

(B)

시진 검사하기 5 5 Y

청진 검사하기 5 5 Y

촉진 검사하기 5 5 Y

폐 영상의학 판독하기 6 4　 N

폐기능 검사하기 6 4 N

폐 운동능력 검사하기 6 4 N

동맥혈가스 분석하기 5 5 Y

치료계획
(C)

목표설정하기 3 4 N

치료계획 작성하기 4 4 N

치료계획 설명하기 4 4 N

임상의사 결정하기 2 4 N

호흡치료

(D)

기도청결 치료하기 5 5 Y

체위배담 치료하기 5 5 Y

흉부가동운동 치료하기 5 5　 Y

호흡운동 치료하기 5 5 Y

운동 처방하기 5 5 Y

도구를 이용한 호흡운동 치료하기 5　 5 Y

지역사회치료

(E)

계획 수립하기 4 4 N

지역사회 치료참여하기 4　 3 N

지역사회 치료평가하기 4 3 N

병원관리
(F)

감염 관리하기 5 5 Y

심폐소생술하기 5 5 Y

시설 및 치료기구 안전관리하기 5 5 Y

치료사의 안전관리하기 5 5 Y

치료문서 작성하기 6 5 Y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93 

직무모형 검증 예시 3 : 근골격계 치료

직무의 중요도:5.0이상/7.0

교육의 필요도:4.9이하/7.0

직무의 중요도:5.0이상/7.0

교육의 필요도:5.0이상/7.0
KEY TASK

B-8. 영상의학 판독하기

B-12. 목 특수검사하기

B-13. 등 특수검사하기

B-14. 허리 특수검사하기

B-15. 골반 특수검사하기

B-16. 엉덩 특수검사하기

A-1. 환자정보수집하기

A-2. 병력확인하기

B-1. 어깨 기초검사하기

B-2. 팔꿉 기초검사하기

B-3.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B-4.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B-5. 엉덩 기초검사하기 

B-6. 무릎 기초검사하기

B-7.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하기

B-9. 어깨 특수검사하기

B-10. 팔꿉 특수검사하기

B-11. 손목과 손가락 특수검사하기

B-17. 무릎 특수검사하기

B-18. 발목 및 발가락 특수검사하기

B-19. 팔관절 가동범위 검사하기

B-20. 다리관절 가동범위 검사하기

C-1.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C-2.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C-3. 목 및 허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C-4. 얼굴 도수근력 검사하기

D-1. 자세 검사하기

D-2. 균형 검사하기

직무의 중요도:4.9이하/7.0

교육의 필요도:4.9이하/7.0

직무의 중요도:4.9이하/7.0

교육의 필요도:5.0이상/7.0

E-1. 목표 설정하기

E-2. 치료계획 작성하기

E-3. 치료계획 설명하기

E-4. 임상의사 결정하기

D-3. 보행 검사하기

D-4. 절단 검사하기

유의사항

검증설문지, 검증 시트(Verification Sheet)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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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Task)별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도출 

   
- 직무모형 검증을 통하여 도출된 핵심작업(Key Task)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도출

주요 내용 및 방법

지식, 기술, 태도 및 도구 

- 지식(Knowledge) : 작업(Task) 수행키 위해 필요한 지식(정의), 개념, 절차,

원리 등을 말하며, 작업(Task) 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특정

Task 수행에 필요한 것을 포함한 것임

- 기술(Skill) : 해당 작업(Task) 수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업

(Task)에 적용해서 기대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 기술(Skill)

- 태도(Attitude) : 산업안전·위생·보건·환경보존 등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 도구(Tool) : 기술(Skill) 적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나 장비

수행준거 

-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l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

Ÿ 특정사업체에서만 활용되는 작업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도록 함

Ÿ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도록 함

Ÿ 특정업체의 장비, 도구, 재료, 방법 등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l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ᆞ해석될수 있도록 작성

l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l 단문을 사용하여 기술

Ÿ 그리고, 또는, 그러나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도출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워크숍

혹은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현장전문가 인터뷰, 설문지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검증결과의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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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태도 도출 예시(책무 : 근골격계 치료)

책무 핵심작업 K(Knowledge) S(Skill) A(attitude) T(Tool)

치료

자료

수집

환자정보

수집하기

병의원 운영 지침에

관한 지식

의학용어에 관한 지식

검사결과에 관한 지식

글을 읽고 해석하는 

기술

환자기록지의 내용과 

상태 일치 여부 확인 

기술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객관적 태도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

치료사로서의책임감과

자부심

필기도구

EMR확인을 위한 

컴퓨터

병력확인하기

증상에 관한 지식

병력에 관한 지식

의사소통기술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

환자를 배려하려는 

태도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

치료사로서의 

책임감과자부심

필기도구

EMR확인을 위한 

컴퓨터

뼈대 

및 

관절

평가

어깨

기초검사하기

어깨관절 해부학적 

구조지식

어깨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어깨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어깨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전동테이블, 반사망치, 

감각검사도구, 관절별 

각도계, 줄자, 

근력측정장비, 기록지

팔꿉

기초검사하기

팔꿉관절 해부학적 

구조  지식

팔꿉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팔꿉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팔꿉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전동테이블, 반사망치, 

감각검사도구, 관절별 

각도계, 줄자, 

근력측정장비, 기록지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손목 및 손가락관절 

해부학적 구조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전동테이블, 반사망치, 

감각검사도구,  

관절별각도계, 줄자, 

근력측정장비, 기록지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목 및 허리의 

해부학적 구조 지식

목 및 허리의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목 및 허리의 

도수근력검사 지식

목 및 허리의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전동테이블, 반사망치, 

감각검사도구,  

관절별 각도계, 줄자, 

근력측정장비,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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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핵심작업 K(Knowledge) S(Skill) A(attitude) T(Tool)

근육

평가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팔근육의 이는곳 닿는

곳, 지배신경에 관한 

지식

근육의 구조 및 운동

성에관한 지식

맨 손 근 력 검사 방 법 에 

관한 지식

근운동성의 제한인자

에 관한 지식

근력평가기법기술

근력평가등급의 판정 

기술

대상작용의판별능력

반복검사, 비마비측과 

비교분석기술

평가 후 기록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

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근력측정장비

전동테이블

기록지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다리근육의 이는곳 닿

는곳, 지배신경에 관

한 지식

근육의 구조 및 운동

성에 관한 지식

맨 손 근 력 검사 방 법 에 

관한 지식

근운동성의 제한인자

에 관한 지식

근력평가기법기술

근력평가등급의 판정

해석

대상작용의 판별 기술

반복검사, 비마비측과 

비교분석 기술

평가 후 기록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근력측정장비

전동테이블

기록지

기능

평가

자세검사하기

정상자세지식

자세발달 및 신체정렬

선지식

연추선과 격자검사 지식

등고선 촬영장비 검사 

지식

부위별 비정상자세 지식

연추선과 격자검사 수

행기술

등고선 촬영장비 검사 

수행기술

비정상자세검사 수행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

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자세분석장비

신체정렬검사장비

격자/연추선검사장비

동작분석장비

균형검사하기

균형용어, 균형조절전

략지식

손상된 균형지식

균형검사 지식

균형검사 수행기술

균형장비검사 수행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

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균형검사장비

균형검사기

동작분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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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준거 작성 예시(책무 : 근골격계 치료)

책무 핵심작업 수행준거

치료자료

수집

(KCS-03

020201-

14v1)

환자정보
수집하기

1.1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2 치료 의뢰서를 확인할 수 있다

1.3 환자 기록지를 확인할 수 있다

1.4 직업여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1.5 주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병력확인하기

2.1 현재 증상 및 주호소와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2.2 병력, 수술경력, 과거와 현재 투약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2.3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2.4 환자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뼈대 및 

관절

평가

(KCS-03

020202-

14v1)

어깨
기초검사하기

1.1 어깨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1.2 어깨 기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1.3 어깨 기초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팔꿉
기초사하기

2.1 팔꿉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2.2 팔꿉 기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3 팔꿉 기초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3.1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3.2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3.3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4.1 목 및 허리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4.2 목 및 허리 기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4.3 목 및 허리 기초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근육 평가

(KCS-03

020203-

14v1)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1.1 팔 도수근력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2 팔 도수근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팔 도수근력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2.1 다리 도수근력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2 다리 도수근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3 다리 도수근력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기능

평가

(KCS-03

020204-

14v1)

자세
검사하기

1.1 자세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1.2 자세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1.3 자세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균형
검사하기

2.1 균형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2.2 균형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3 균형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유의사항

직무별 핵심 작업(Key Task)의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표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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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목 도출

   

- 검증이 완료된 핵심 작업(Key Task)별 지식, 기술, 태도 또는 수행준거를

토대로 필요 교과목을 도출

- 도출된 교과목과 각각의 핵심 작업(Key Task)에 대한 연계표(matrix)를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지식, 기술, 도구 혹은 태도를 바탕으로 교과목 도출

교과목 명칭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

국가시험, 면허시험 등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은 변경 없이 사용가능

핵심 작업(Key Task)와 교과목의 연계성을 표시한 작업/교과목 연계표(Task/

Course matrix)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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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도출 예시(Duty : 근골격계 치료)

책무 핵심 작업 K(Knowledge) S(Skill) A(attitude) 필요 교과목

치료

자료

수집

환자정보

수집하기

병의원운영지침에

관한지식

의학용어에 관한 지식

검사결과에 관한 지식

글을 읽고 해석하는 

기술

환자기록지의 내용과 

상태 일치여부 확인기술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객관적 태도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

치료사로서의책임감과

자부심

임상의사결정

병력확인하기

증상에 관한 지식

병력에 관한 지식

의사소통기술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

환자를 배려하려는 태도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

려는 태도

치료사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

임상의사결정

뼈대 

및 

관절

평가

어깨

기초검사하기

어깨관절 해부학적 구

조지식

어깨관절 관절가동범

위검사 지식

어깨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어깨관절 반사 및 감

각검사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기초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1)

기능해부

팔꿉

기초검사하기

팔꿉관절 해부학적 

구조  지식

팔꿉관절 관절가동범위 

검사 지식

팔꿉관절 도수근력 검사  

지식

팔꿉관절 반사 및 감각 

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기초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1)

기능해부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손목 및 손가락관절 

해부학적 구조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손목 및 손가락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기초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1)

기능해부

목 및 허리

기초검사하기 

목 및 허리의 해부학적 

구조 지식

목 및 허리의 관절가

동범위검사 지식

목 및 허리의 도수근력

검사 지식

목 및 허리의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눈으로 관찰하는 기술

손으로 촉진하는 기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기초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1)

기능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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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핵심 작업 K(Knowledge) S(Skill) A(attitude) 필요 교과목

근육

평가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팔근육의 이는곳 닿는

곳, 지배신경에 관한 

지식

근육의 구조 및 운동

성에관한 지식

맨 손 근 력 검사 방 법 에 

관한 지식

근운동성의 제한인자에 

관한 지식

근력평가기법기술

근력평가등급의 판정 

기술

대상작용의판별능력

반복검사, 비마비측과 

비교분석기술

평가 후 기록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측정 및 평가실습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다리근육의 이는곳 닿

는곳, 지배신경에 관한 

지식

근육의 구조 및 운동

성에 관한 지식

맨 손 근 력 검사 방 법 에 

관한 지식

근운동성의 제한인자에 

관한 지식

근력평가기법기술

근력평가등급의 판정

해석

대상작용의 판별 기술

반복검사, 비마비측과 

비교분석 기술

평가 후 기록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측정 및 평가실습

기능

평가

자세검사하기

정상자세지식

자세발달 및 신체정렬

선지식

연추선과 격자검사 지식

등고선 촬영장비 검사 

지식

부위별 비정상자세 지식

연추선과 격자검사 수

행기술

등고선 촬영장비 검사 

수행기술

비정상자세검사 수행

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척추 및 기능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3)

균형검사하기

균형용어, 균형조절 

전략지식

손상된 균형지식

균형검사 지식

균형검사 수행기술

균형장비검사 수행기술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태도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

신속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하는 태도

척추 및 기능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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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교과목 연계표(Task/Course matrix) 작성 예시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Course

        Key Task

1 … n 1 … n 1 … n 1 … n 1 … n 1 … n

기
능
해
부

… … 측
정 
및 
평
가 
실
습

… … 기
초
검
사

… … … … … 척
추 
및 
기
능
검
사

… … … … 임
상
의
사
결
정

A-1. 환자정보수집하기 ○

A-2. 병력확인하기 ○

B-1. 어깨 기초검사하기 ○ ○

B-2. 팔꿉 기초검사하기 ○ ○

B-3.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하기 ○ ○

…

C-1. 팔 도수근력 검사하기 ○

C-2. 다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

C-3. 목 및 허리 도수근력 검사하기 ○

…

D-1. 자세 검사하기 ○

D-2. 균형 검사하기 ○

유의사항

교과목 도출표, 작업/교과목 연계표(Task/Course matrix)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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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를 바탕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도출된 교과목 별로 작업(Task)의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의 내용을 종합

하여 작성

구성요소 : 교과목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수, 교육방법, 교육정보, 평가

내용, 장비 및 도구 등

교육목표는 해당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구체적으로 작성

교과목 별 교육내용은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교수·학습방법은 교과목과 연관된 직무 및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작성함(예: 캡스톤 디자인, 팀프로젝트 등)

평가방법은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능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평가방법의 상세내용은 과목별 평가계획서에서 기술 

장비 및 도구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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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프로파일 예시 1 (작성 예1)

교과목명

직무 및

책무

직무명 책무명(Duty)

작업 및 

수행준거

작업명(Task) 수행준거

지식/기술/

태도

작업명(Task) 지식 기술 태도

이수구분 이수시간 학점

교육목표

1.

2.

...

교육내용

1-1.

1-2.

2-1.

2-2.

...

교수․학습

방법

a b c d e f g h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폴리오

(학습자/교수자), h. 기타 

장비 및 

도구

평가 방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발표 L. 작업

장평가 M. 기타

교육정보 관련 참고자료 등



104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과목 프로파일 예시 2 (작성 예2)

교과목 프로파일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기초검사

(근골격계 

진단평가1)

이수구분 전공선택 시수 4

학년-학기 2 - 1 학    점 3 이론/실습  2 / 2

직무명 및 책무

직무명 책무 코드 학습모듈

근골격계치료 뼈대 및 관절 평가 KCS-03020202_14v1 □유 / ■무

교 과 목 

개    요

및

특    징

[교과 개요]

⦁근골격계 진단 평가의 도입 부분으로 각 관절별 시진, 촉진, 관절가동범위, 도수근력, 

반사, 감각 검사 및 영상검사 등을 학습하는 교과

[교과 특징]

⦁본 교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팀별 실습을 위주로 진행 함

⦁물리치료에 필요한 영상 검사의 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주는 

수업을 진행 함

교    육

목    표

⦁진단평가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각 관절별 근 골격계 진단평가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교    육 

내    용

1. 뼈대 및 관절 평가

(1) 어깨 기초검사

(2) 팔꿉 기초검사

(3)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

(4) 목과 허리 기초검사 

(5) 엉덩 기초검사 

(6) 무릎 기초검사

(7)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

장   비 

및

도   구

• 전동 테이블

• 반사망치, 감각검사도구, 관절별 각도계

• 줄자, 근력측정장비, 기록지

• 디지털 근력측정기, 척추 3차원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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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   법

a b c d e f g h

○ ○ ○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

폴리오(학습자/교수자), h. 기타 

평   가

방   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

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교   육

정   보

⦁ 기초검사 관련 참고도서
⦁ 인터넷을 통한 전문 채널 및 비디오, DVD 등의 시청각 자료 
⦁ 사용제품의 제품 설명서

관련 책무 및 작업 정보

책무 코드

뼈대 및 관절평가 KCS-03020202_14v1

작업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1

어깨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1)

1.1
어깨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어깨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어깨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어깨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1.2 
어깨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3
어깨 기초검사결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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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책무 및 작업 정보

책무 코드

뼈대 및 관절평가 KCS-03020202_14v1

작업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2

팔꿉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2)

2.1
팔꿉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팔꿉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팔꿉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팔꿉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2.2
팔꿉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2.3
팔꿉 기초검사결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3

손목 및 손가락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3)

3.1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손목및손가락관절관절가동범위검사지식
⦁손목및손가락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손목및손가락관절 반사및감각검사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3.2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3.3

손목 및 손가락 기초검사결

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4

목 및 허리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4)

4.1
목 및 허리 기초검사를 이해

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목 및 허리의 관절가동범위검사지식
⦁목 및 허리의 도수근력검사 지식
⦁목 및 허리의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4.2
목 및 허리 기초검사를 적용

할 수 있다

4.3 

목 및 허리 기초검사결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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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책무 및 작업 정보

책무 코드

뼈대 및 관절평가 KCS-03020202_14v1

작업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5

엉덩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5)

5.1
엉덩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엉덩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엉덩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엉덩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5.2 
엉덩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5.3
엉덩 기초검사결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6

무릎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6)

6.1
무릎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무릎관절 관절가동범위검사 지식
⦁무릎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무릎관절 반사 및 감각검사 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6.2
무릎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6.3
무릎 기초검사결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7

발목 및 발가락 

기초 검사하기

(KCS-03030303_

14v1.7)

7.1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를 

이해하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 식】

⦁발목및발가락관절관절가동범위검사지식
⦁발목및발가락관절 도수근력검사 지식
⦁발목및발가락관절 반사및감각검사지식

【기 술】

⦁관절가동범위검사 기술
⦁도수근력검사 기술
⦁반사 및 감각검사 기술

【태 도】

⦁환자를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정확한 사전 지식을 전달 한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물리치료 중재력을 갖춘다

7.2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7.3

발목 및 발가락 기초검사결

과를 해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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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과목 프로파일은 교과목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교수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강의계획서(수업계획서)와는 구분되어야 함 

장비 및 도구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자재 도입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도출된 교과목별 프로파일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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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능력의 모습과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직무별 로드맵을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단계별로 연결한 

그림으로,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프로파일에 나타난 교육목표, 내용을 고려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을 작성

전공영역 뿐 아니라 앞에서 도출된 직무별 직업기초능력도 표기되어야 함

학기별 교육과정 구성 예시

구분 1-1 1-2 2-1 2-1

교양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

기본

과정
워드프로세서 엑셀

엑셀경리실무

경영정보시스템
직업윤리

전공

기초

과정

회계원리

원가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중급회계 재무회계실무

전문

과정

부가가치세법

전산회계 1

조세법개론

소득세법

전산회계 2

법인세법

소득세신고실무

전산세무 1

재산제세법

세무조정실무

지방세법

전산세무 2

현장실습

응용

과정
... 경영학원론 ERP 실무 인사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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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예시

유의사항

교육과정 로드맵의 작성은 학습자들이 재학 중 진로 설계의 기초자료가 됨

작성된 로드맵은 직무수행능력성취도 산출 시 활용

학기별 교육과정표,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등을 산출할 수 있음



2015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Ⅲ

Ⅲ-1.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Plan 

Ⅲ-2.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Do & Check

Ⅲ-3.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Act

Ⅲ-4. 직업기초능력 운영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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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Ⅲ
l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운영 준비를 위한 단계, 교육운영 실행 및 평가 단계,
그리고 교육운영의 평가를 통한 보완단계로 구분

l 준비단계(Plan)는 교육여건개선과 학사운영체제 개선 등 교육운영을 위한 대학의 인프라를
계획하고 구축

l 실행단계(Do & Check)는 수업설계(강의계획서), 수업운영(학습모듈활용, 교수ㆍ학습방법
적용, 현장실습 등), 수업평가(직무수행능력 평가 등)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l 보완단계(Act)는 수업운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향상 혹은 심화과정을 운영

l NCS 기반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실무능력의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을
지향하며, 목표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대학의 추가적인 교육운영을
권장함

l 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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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PlanⅢ-1

 Ⅲ-1-1. 교육여건 개선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개선,

기자재 및 도구 구입 등)은 NCS 능력단위 내용(장비 및 도구,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 계획을 수립

- NCS 개발 유보 및 미개발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목별 프로파일을 작성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서 요구되는 교육여건 개선(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개선,

기자재 및 도구 구입 등)계획을 수립

1) 기자재 개선

주요 내용 및 방법

NCS 활용 분야의 경우 능력단위의 세부내용(장비 및 도구,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자재 확보 계획을 수립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자체 직무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교과목별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요구

되는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

교육여건 개선 절차 예시

- 요구 기자재 확인 : 편성 교과목의 NCS 능력단위 내용에 매칭되는 기자재 명세

- 보유 기자재 대조 : NCS 능력단위 상 요구 기자재와 보유 기자재 목록 대조

- 필요 기자재 명세 :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와 추가 및 보완 확보 기자재 명세

- 도입일정 계획 : 해당 수업의 운영학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기자재 도입 일정 수립

- 교육여건 개선 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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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개선

주요 내용 및 방법

NCS 기반 기자재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여건 개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여건 개선은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도입과 연계성을 가지고 여건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기자재 및 교육여건 개선 예시

학과명

교육여건개선

(기자재 및 교육여건)
능력단위와 연계성

비고

기자재 교육여건
능력단위명

(코드명)
장비 및 도구리스트

간호학과 빔프로젝트 3대

일반 

강의실

여건개선

간호관리

(자체코드부여)

• SOFTWARE, USB송신기, 제본

기, 컴퓨터, 컴퓨터제어기, 코팅

기, 프로젝트, 프린터

유보학

과

호텔조리
 냄비 10개

 팬 10개
해당없음

양식전채요리

(1301010205_14v2)

• 소스냄비, 고운 체, 프라이팬, 

달걀절단기 등

뷰티케어

[확보장비]

- 스티머 8대

– 온장고 2대

- 후리마톨 3대

…

[요구장비]

- 갈바닉 8대

- 저주파기 3대

- 고주파기 2대

[제외장비]

- 고압멸균기

- 습열소독기

- 사우나기

- 선탠기

피부

관리실

여건개선

피부미용기기활용

(1201010207_14v2)

피부미용기구활용

(1201010208_14v2)

• 피부 관리에 사용되는 기본 물

품 및 화장품

• 해면 스펀지, 냉․온 타월, 스티

머(vaporizer), 온장고, 냉장고, 

후리마톨(brush machine)

• 갈바닉 기기(galvanic machine), 

저주파 기기(farradic), 고주파 

기기(high frequency)

• 초음파 기기(ultrasound), 자외

선 소독기

유의사항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프로파일의 세부내용(장비 및 도구 등)을 근거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자재 및 교육여건개선 내용은 NCS 능력단위에 기술되어 있는 장비 및 도구

뿐 아니라 유사 장비 및 도구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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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1-2. 교직원 역량강화

   
- 현장중심 실무교육 정착 및 효율적인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대학은 NCS 기반 교직원역량강화 계획을수립하여 운영

주요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직원의 실무역량 및 교수학습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학습 연수계획의 수립과 실행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현장직무 연수계획의 수립과 실행

단계적으로 비전임교원 대상의 교육운영 연수계획 수립과 실행 

교직원 역량강화 예시

- 교육연구기관 연수 : 직무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연구기관을 통해 학습

- 산업체 현장 연수 : 학과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현장중심의 직무연수 

- 학회 및 협회 연수 : 직무 관련 학회, 협회 및 자격증 과정 연수

교직원 연수 예시

학과명 교수명
학과직무NCS 분류체계

산업체명
연수(직무)

분야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간호학과 김간호
보건.

의료
의료 간호

임상

간호
서울병원

약물 및 특수 

간호관리

간호

학회

호텔조리

제빵과
박제빵

음식

서비스

식음료

조리

서비스

음식

조리

바리

스타

한국

커피공방
라떼아트

뷰티

케어과
최뷰티

숙박여

행오락
이․미용

이․미용

서비스

헤어

미용 (주)뷰티

클레오

헤어스타일 

최신 트렌드메이

크업

유의사항

NCS 기반 연수는 NCS 대/중/소/세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산업체 

연수의 경우 분류체계와 동일한 직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함 

국외연수도 가능하나 동일분야의 국내연수와 연수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함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 보고서(교육과정 활용계획 포함)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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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1-3. 학사운영체제 개선 

   

-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 및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학사행정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NCS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주요 업무 등) 활용 계획

주요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NCS 지원센터 구축

- NCS 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행 재정적 지원

- NCS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NCS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NCS 기반 교육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

-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업무

- 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NCS 기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 NCS 기반 교육과정 교육품질관리 지원 업무

- 기타 NCS 기반 직업교육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업무

NCS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NCS 운영위원회 설치 권장

NCS 지원센터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 교수학습센터, 산학협력처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하여야 함

교육과정을 위한 관련 학칙,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교육의 내실화와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업단위의 적정인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지침 마련(NCS 기반 교육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고려하여 

30명 이하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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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에서 

제시한 여러 조직 중 NCS 지원센터는 필수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함

NCS 지원센터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대학의 규칙, NCS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 지침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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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Do & CheckⅢ-2

 Ⅲ-2-1. 수업설계(강의계획서)

   

- NCS 능력단위, NCS 학습모듈, 교수·학습 지침서, 교과목 프로파일 등을 검토

하여 NCS 기반의 강의계획서(실습계획서)를 작성

-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시 도출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활용한 강의계획서 작성

주요 내용 및 방법

강의계획서

-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과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과목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

- 교과목 기본정보,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정보, 주차별 학습내용, 평가방법 

등을 제시

NCS 기반(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도구 등)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업에 활용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시 도출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바탕으로 강의계획서를 작성 

강의계획서에는 NCS 학습모듈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평가방법은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과목별 평가

계획서에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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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1

강의계획서

직    무 능력단위/책무(Duty) 능력단위코드

보육
⦁영유아 놀이지도 0701040104_13v1

⦁... ...

... ⦁... ...

교과목명 놀이지도 이수구분 전공선택 담당교수 홍길동

학년-학기 2-1 학    점 3 시수(이론/실습) 3(3/0)

교육목표
(학습목표)

⦁보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영유아 

발달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놀이를 

통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전문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

교수학습 방법
이론 강의 실습 발표 토론 팀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포트폴리오 기타

◯ ◯ ◯
교육장소

(시   설)

일반강의실 전용실습실 컴퓨터실습십 ,,, 외부 교육시설 기타 

◯

교    재

(NCS 

학습모듈)

주교재 ...

부교재 ...

참고 교재 ...

평가방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 세부내용은 평가계획서에 기술 됨

관련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기능놀이 참여·

촉진하기

1.1 영아의 감각을 자극하는 적합한 기능

놀이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1.2 영아가 놀이를 시도할 때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다.

1.3 영아의 놀이행동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반복되도록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민감

하게 반응해줄 수 있다.

1.4 ...

[지식]

ᄋ 영아의 기능놀이 발달단계

ᄋ ...

[기술]

ᄋ 개별놀이수준 관찰능력

ᄋ ...

[태도]

ᄋ 영아의 주도적 놀이선택에 대한 개방적 

태도

ᄋ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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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학습내용

주차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업내용 비고

1 기능놀이 참여·촉진하기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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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2 (이론 교과목 예)

강의계획서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미용 모발학 이수구분 전공선택
담당교수 이OO

강의실 102

학년-학기 1 - 1 학    점 3 시수
(이론/실습)

3
( 3 / 0 )

NCS 능력단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학습모듈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이/미
용

이/미용
서비스

헤어미용 - - □유 ■무

교 과 목 

개    요

및

특    징

[교과 개요]

⦁미용사로써 고객의 미적요구와 정서적 만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헤어미용 서비스 

제공과 두피관리를 위해 모발과 두피, 헤어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편성됨

⦁헤어미용 세분류 내 NCS 능력단위의 지식(K)을 기반으로 모발의 구조와 특성, 모발의 

발생과 대치, 모발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모발의 질병과 탈모, 샴푸와 헤어제품 등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두피와 모발 관리를 위한 테크닉 제공에 기반을 제공함

[교과 특징]

⦁본 교과는 두피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발과 두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와 함께 두피와 모발분석 방법, 두피와 모발 관리법 설명 등 미용사(헤어) 혹은 

두피관리사의 현장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 줄 수 있음

⦁본 교과는 이론수업으로 향후 두피관리 교과목의 선수과목임

교    육

목    표

⦁모발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모발의 분류와, 성장과정, 대치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모발과 관련된 화학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샴푸와 린스의 원리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모발의 질병과 탈모의 원리, 예방 및 처리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    재
(NCS 

학습모듈)

구분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주교재 모발학(이러닝교재) 이OO - 2006

부교재 모발과학 수OO

참고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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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   법

a b c d e f g h

○ ○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폴리오(학습자/
교수자),
h. 기타 

평   

가

방   

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주차별 학습내용
주차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업내용 비고

1

▪미용 모발학 수업진행 OT
▪진단평가

• 수업 오리엔테이션
  - 미용 모발학의 필요성
  - 미용 모발학의 범위
  - 미용 모발학의 수업내용
  - 미용 모발학의 평가방법과 성적 산출
  - 수업 준비물과 수업방식
• 진단평가 실시

▪Hair 종류와 기능

• Hair 의미와 특성
• Hair의 종류
  - 신체부위별 분류   - 모발과 Hair의 차이
• Hair의 기능
  - 보호기능   - 미적기능

2

▪모발의 발생

• 모발의 발생
  - 모낭의 형성
• 모발의 성장
  - 모발 성장에 관한 오해
  - 태아기 모발   - 유년기 모발
  - 성년기 모발

▪모발의 구조
• 모근부 구조
  - 모낭 중심의 구조
  - 입모근, 땀샘, 피지선의 기능

3 ▪모발의 구조
• 모간부 구조
  - 모표피의 구조와 기능
  - 모피질의 구조와 기능
  - 모수질의 구조와 기능

4
▪모발의 성장주기

• 모발의 성장주기
  - 성장기의 개념과 특징
  - 퇴화기의 개념과 특징
  - 휴지기의 개념과 특징

▪모발의 대치 • 모발의 성장주기와 대치
  - 모발의 대치 과정

5 ▪모발의 물리적 특성 • 모발의 물리적 특성
  - 다공성  - 텍스쳐  - 탄력성

6 ▪모발의 화학적 특성

• 모발의 화학적 특성
  - 모발의 주요 성분
  - 모발의 화학적 조성
• 모발의 주요 성분: 케라틴과 아미노산
  - 아미노산의 특징

7
▪직무수행능력평가 • 1차 직무수행능력평가(지필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피드백 • 1차 직무수행능력평가 해설과 풀이

8 ▪평가확인과 환류

• 1차 직무수행능력평가 피드백 확인
  - 개별 평가결과 확인(수업 전 완료)
  - 직무수행능력평가 시 미흡한 영역 피드백
• 향상/심화 과정 및 재평가
  - 핵심용어 및 개념 정리

- 재평가의 가
산점은 직무수
행 능 력 평 가 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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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NCS 정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이/미용 이/미용

서비스 헤어미용 - -

능력단위요소 NCS수준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 - - - - -

계 - - -

주차별 학습내용
주차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업내용 비고

  - 팀별 문제풀이 활동
  - 재평가

▪모발의 화학적 특성
• 케라틴 형성을 위한 결합
  - 염결합의 개념과 특성
  - 수소결합의 개념과 특성

9 ▪모발의 화학적 특성

• 케라틴 형성을 위한 결합
  - 이황결합의 개념과 특성
• pH에 따른 모발의 변화
  - 산성에서의 변화
  - 알칼리성에서의 변화

10

▪모발의 화학적 특성 • 모발색의 발현
  - 멜라닌의 형성   - 멜라닌과 모발색

▪모발의 손상과 질환

• 모발손상의 개념과 종류
  - 열에 의한 손상, 마칠에 의한 손상, 미용서비스 

중 손상
• 모발의 질환
  - 다모증  - 모발종렬증   - 백모

11 ▪탈모

• 탈모의 개념과 종류
  - 탈모의 의미   - 탈모기작
  - 탈모의 원인   - 탈모의 종류
• 탈모의 치료
  - 약물치료   - 수술적 치료

12 ▪모발과 화학
• 기초화학
  - 화학의 의미와 필요성
  - 원자, 원소, 분자, 화합물

13 ▪샴푸와 린스

• 샴푸의 원리
  - 샴푸제의 원료   - 샴푸의 조건
  - 샴푸제의 작용   - 샴푸의 종류
• 린스의 의미
  - 린스의 원리   - 린스의 종류

14
▪직무수행능력평가 •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지필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피드백 •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 해설과 풀이

15

▪직무수행능력평가 확인과 향
상/심화 과정

•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 피드백 확인
  - 개별 평가결과 확인(수업 전 완료)
  - 직무수행능력평가 시 미흡한 영역 피드백
• 향상/심화 과정 및 재평가
  - 핵심용어 및 개념 정리
  - 팀별 문제풀이 활동
  - 재평가

- 재평가의 가
산점은 직무수
행 능 력 평 가 에 
반영

▪교과내용 총정리
• 모발의 구조 • 모발의 성장
• 모발의 특성 • 모발의 손상
• 탈모 • 샴푸와 린스

- 교과목 주용 
내용을 단원 
제목과 핵심용
어 중심으로 
정리
- 연계 교과목
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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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3 (실습 교과목 예)

강의계획서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이수구분 전공선택

담당교수 문OO

강의실 Hair 실습실

학년-학기 2 - 1 학    점 2
시수

(이론/실습)
3

( 1 / 2 )

NCS 능력단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학습모듈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이/미

용

이/미용

서비스
헤어미용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

v2
□유 ■무

교 과 목 

개    요

및

특    징

[교과 개요]

⦁미용사로써 고객의 미적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헤어미용서비스로 고객의 외형적 특징, 트랜드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디자인을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도구와 기기, 와인딩 기번, 약제 등을 

적용하는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테크닉을 숙달하기 위해 편성됨

⦁NCS 능력단위의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고객유형분석과 디자인 트랜드, 와인딩, 기기 및 제품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의 준비, 시술, 마무리의 과정에서 고객

에게 적합한 다양한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테크닉을 숙달함

[교과 특징]

⦁본 교과는 미용사(헤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테크닉의 현장실무 

활용을 위한 교과목으로 고객분석과 디자인 트랜드를 바탕으로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디자인을 

설계하고 이를 시술하기 위한 고객상담, 와인딩 테크닉, 약제 처리, 중간테스트, 중간세척, 

기기의 사용과 마무리세척, 스타일 마무리 등의 미용사(헤어) 현장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 

줄 수 있음

⦁본 교과는 1:1 개인실습, 팀별실습 중심의 교과목이며 베이직 퍼머넌트 교과목의 후수과목임

교    육

목    표

⦁고객에게 적합한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디자인을 설계하고 필요한 기본적 준비와 함께 고객

보호를 위한 사전처리를 할 수 있다.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와인딩 방법의 숙달과 시술, 약제의 정확한 도포, 퍼머넌트웨이브 중간 

테스트, 중간세척, 기기사용, 로드오프와 마무리 세척 등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의 시술 과정을 

준수하여 시술할 수 있다.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후 모발의 수분조절과 마무리 연출을 할 수 있다.

교    재

(NCS 

학습모듈)

구분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주교재 퍼머넌트웨이브 박OO 정OO 2013

부교재 모발과학 수OO

참고 교재

교수·학습

방   법

a b c d e f g h

○ ○ ○

a. 이론강의, b. 실습, c. 발표, d. 토론, e. 팀프로젝트, f. 캡스톤디자인, g. 포트폴리오(학습자/교수자), h. 기타 

평  가

방  법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시나리오 C. 서술형시험 D. 논술형시험 E. 사례연구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저널 J. 역할연기 K. 구두발표 L. 작업장평가 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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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NCS 정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직무)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이/미

용

이/미용

서비스
헤어미용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

v2

능력단위요소 NCS
수준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1

120101010

8_14v2.1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준비하기

3

1.1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두피․ 모발 상태와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지 식】

  ◦ 얼굴형과 모발과학 등 모발 상태를 

파악하는 지식

  ◦ 고객의 요구 분석과 상담에 관한 

지식

  ◦ 헤어퍼머넌트웨이브의 원리와 펌제 

성분 및 작용에 관한 지식 

  ◦ 모발과 두피상태에 적합한 헤어퍼

머넌트웨이브 시술방법에 관한 지식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전처리에 관한 

지식   

【기 술】

  ◦ 고객 상담 기법

  ◦ 헤어퍼머넌트웨이브에 필요한 도구 

및 펌제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사전처리 기술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사전 헤어커트 

테크닉

【태 도】

  ◦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문가

적인 자세

1.2 
고객의 요구와 상담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1.3
고객에게 가운, 어깨보 등을 착용해 

줄 수 있다.  

1.4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따른 

재료와 도구 및 펌제를 결정할 수 

있다.

1.5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필요한 

전처리제로 사전처리 할 수 있다.

1.6
필요한 경우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전에 

헤어커트(Pre-Cut)를 할 수 있다. 

2

120101010

8_14v2.2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하기

5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지 식】

  ◦ 펌제의 성분과 작용에 관한 지식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에 관한 지식

  ◦ 응용 와인딩과 프레스 기법에 관한 

지식

【기 술】

  ◦ 와인딩과 프레스 테크닉

  ◦ 펌제 도포능력

  ◦ 펌제 작용 적정시간 판단하는 능력

  ◦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 

  ◦ 가온기 사용기술

【태 도】

  ◦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술하는 태도

  ◦ 고객 안전을 살피는 신중한 자세

  ◦ 펌제의 정량사용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의지

2.2 
1제와 2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2.3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의 촉진을 

위해 가온기 등의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웨이브의 형성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컬(Test-Curl)을 할 수 있다.

2.5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중

간세척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6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로드

오프(rod-off)하여 마무리 세척할 

수 있다.

3

120101010

8_14v2.3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마무리하기

4

3.1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마무리를 위해 모발에 잔여 수분함

량을 조절할 수 있다.

【지 식】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손질에 관한 

지식

  ◦ 헤어스타일 연출 제품에 관한 지식 

【기 술】

  ◦ 헤어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를 위한 

헤어스타일 연출능력    

【태 도】

  ◦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술하는 태도

  ◦ 고객에게 신뢰감 주는 태도

3.2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헤어

스타일 연출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3.3
고객에게 사후손질법을 설명할 수 

있다.

계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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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수업 OT -

▪진단평가 - 교과목 능력단위요소 내 수행준거의 지식(K)과 기술(S) 활용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1.1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두피․ 모발 상태와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 얼굴형 및 모발에 대한 지식

• 고객상담 방법

• 고객차트 작성방법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 수업 오리엔테이션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수업의 필요성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수업의 범위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의 수업내용

  - 평가방법과 성적 산출

  - 수업 준비물과 수업방식

• 진단평가 실시

• 얼굴형 진단과 모발의 특성(이론수업)

  - 이상적 얼굴형의 특징과 분석 방법 설명

  - 원형, 계란형, 마름모형, 삼각/역삼각형, 사각형 등의 얼굴형 

특징 설명

  - 모발의 주요 물리적 특성과 진단방법 설명

• 얼굴형과 모발상태 파악하기

  - 상호실습으로 얼굴형 파악하기

  - 상호실습으로 모발상태 분석하기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 얼굴형과 모발 분석에 대한 실습결과 토론
• 우수 실습결과 발표
• 얼굴형 분석과 모발분석의 유의사항 확인 설명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 얼굴형 특징과 분석방법

• 모발의 물리적 특성과 분석방법

• 고객상담 및 고객카드 작성방법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펌 세트
로드 3-10호, 파지, 고무줄, 

꼬리빗, 분무기, 클립 개인별 1세트 학습자 준비

마네킨과 가발 18인치 인모 학습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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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 펌의 역사와 종류

• 펌제의 성분과 작용

• 헤어 퍼머넌트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에 관한 지식

• 응용 와인딩 기법에 관한 지식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 펌의 역사, 다양한 종류와 작용(이론수업)

• 벽돌쌓기 와인딩

  - 벽돌쌓기 와인딩에 필요한 도구와 로드 설명

  - 벽돌쌓기 와인딩을 위한 블로킹 설명과 시연

  - 벽돌쌓기 와인딩을 위한 블로킹 실습과 확인

  - 벽돌쌓기 와인딩 방법과 주의사항 설명 및 시연

  - 벽돌쌓기 와인딩을 하나의 섹션에 실습하고 학습자 상호확인

  - 벽돌쌓기 와인딩 오류 시 개별실습지도

  - 벽돌쌓기 와인딩 두상 전체 시술

  - 벽돌쌓기 와인딩 시술 확인

  - 벽돌쌓기 와인딩 풀기 및 도구 정리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 벽돌쌓기 와인딩 시술결과 토론
• 우수 실습결과 발표
• 벽돌쌓기 와인딩 유의사항 확인 설명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 퍼머넌트웨이브의 역사

• 퍼머넌트웨이브의 종류

• 퍼머넌트웨이브의 작용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펌 세트 로드 3-10호, 파지, 고무줄, 
꼬리빗, 분무기, 클립 

개인별 1세트 학습자 준비

마네킨과 가발 18인치 인모 학습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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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강의계획서는 교과목 프로파일에 명시된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강의계획서는 교과목 프로파일과는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일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교수자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음

과목별, 교수별 강의계획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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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2-2. 수업운영

1) NCS 학습모듈 활용

   - 대학은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해당 교과목의 교수․학습 자료로 우선 활용

주요 내용 및 방법

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과별 NCS 학습모듈 활용 유무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수립

교과목 프로파일에서 제시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부분의 학습모듈을 선택하여 활용

대학은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해당 교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 

- 단, 수정․보완 시 NCS 학습모듈의 핵심내용인 ‘학습목표(수행준거)’를 수정

하거나 ‘수행내용’을 전체 제거하는 것은 불가

NCS는 개발되어 있으나 NCS 학습모듈이 미개발된 분야의 경우, 학습모듈이

개발될 때까지는 기존의 유사 교재 등을 활용

NCS 학습모듈의 활용 예시

학과명
분류체계

교과명
NCS 

학습모듈명
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보건
행정과

보건
의료

보건
보건
지원

병원
행정

원무관리
원무관리 0601020101_13v1
예약관리 0601020203_13v1
수납관리 0601020206_13v1

건강보험 원무관리 0601020101_13v1
병원인사관리 병원인사관리 0601020102_13v1

병원
행정실무

원무관리 0601020101_13v1
병원인사관리 0601020102_13v1
병원경영기획 0601020103_13v1
병원구매관리 0601020104_13v1
병원일반관리 0601020105_13v1
병원회계관리 0601020106_13v1
병원경영평가 0601020107_13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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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능력단위와 NCS 학습모듈의 관계

                                    

유의사항

강의계획서 내 NCS 학습모듈의 활용여부 및 활용계획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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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지침서

   

-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NCS 학습모듈 개발

현황을 참고하여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수·학습지침서 활용

- 교수·학습지침서는 교수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용 워크북, 교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함

주요 내용 및 방법  

NCS는 개발되어 있으나 NCS 학습모듈이 미개발된 분야의 경우, 학습모듈이

개발될 때까지는 기존의 유사 교재 등을 활용하고, 교수자가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침서를 개발하여 활용 가능

※ 교수·학습지침서는 교수자가 활용하기 위한 교수용 워크북, 교안 등 교수

학습 자료를 의미함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시 도출된 지식, 기술, 태도

및 도구 등을 바탕으로 NCS 학습모듈의 개발 방법, 절차 및 구성을 참고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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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에 준한 교수․학습지침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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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수·학습지침서를 활용해야 할 경우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활용 권장

교수 학습지침서는 교수자가 활용하기 위한 교수용 워크북, 교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하며, 실습지침서 또는 실험·실습계획서 등의 명칭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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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방법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계열, 학과 및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 및 개발

주요 내용 및 방법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 활용 및 개발(티칭포트폴리오,

학습자포트폴리오, 모듈식 수업방법, 트랙별 수업방법, 플립러닝 등)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대상, 효과, 장점, 활용방법 등을 정리하여 활용도 향상

교수·학습 방법 활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내부 연수 운영 및 외부 연수 참여

확산

수업적용 사례 및 개선/개발 사례 수집을 통해 교수·습 방법 보완 및 개선

우수 교수·학습 방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파급 및 확산

교수·학습방법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이론강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수업 방법이며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형태로서 교수

자가 가르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시키는 수업 방법

실습
수업시간에 실험․실습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지식을 객관적으로 예증하거나 기능을 

숙달하기 위한 수업방법

발표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 또는 과제를 학습자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거나 과제를 다름 사람에게 설명하는 수업방법

토론
어떤 주제에 대하여 교수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 간에 언어를 매체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수업방법

팀 프로젝트

교수자의 의해 주어진 학습 목표에 따라 단원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부터 조사나 연구, 

발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수업 모형

캡스톤디자인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해 산업현장

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설계과목

포트폴리오

(학습자/교수자)

장시간에 걸쳐 학습자/교수자의 교수·학습과정에 수행한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모음집으로, 학습자/교수자의 교육목표, 반성적 진술, 

학습자/교수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기타의 경우 번호와 함께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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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계열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학과별 1개 이상의 활용 및 개발을 권장함

교수·학습모형을 반드시 개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

교수·학습방법 적용(표), 개발 및 활용된 교수·학습방법 및 적용 사례 등을 

산출할 수 있음.

- 교수·학습방법 적용(표) 예시

계열* 학과 교과목명
관련 능력단위

(코드 포함)
교수·학습방법 비고

* 계열은 교육 편제단위 표준분류 체계에 의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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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 운영

   

- 산업현장중심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취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NCS 기반

학생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정책, 실습지침서 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주요 내용 및 방법

취업지향형 현장실습을 위하여 학과 인재양성유형 및 NCS와 연계된 직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운영

NCS 기반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혹은 현장실습 

지침서 개발 및 활용

NCS 기반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의 변경 및 전담조직 구성

NCS 기반 현장실습 예시

학과명 학생명
NCS 분류체계

산업체명
현장실습

분야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간호학과 박간호
보건.

의료
의료 간호

임상

간호
서울병원

약물,  검사, 

기구 및 특수 

간호관리

호텔조리제

빵과
최제빵

음식
서비스

식음료

조리

서비스

음식

조리

바리

스타

한국

커피공방
라떼아트

뷰티
케어과

강뷰티
숙박여

행오락
이․미용

이․미용

서비스
피부
미용

(주)뷰티
클레오

기기관리
전신관리

유의사항

학생현장실습을 위한 대학의 운영정책(담당부서, 관련 학칙, 규정 등)이 제시

되어야 함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직무를 분석하고, 산업체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권장함

NCS 기반 현장실습 시행 실적은 향후 증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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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인사 활용

   

- 산업체 현장감각 및 숙련 기술 습득을 위하여 실습교과목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명장, 기능장 및 기타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

으로 활용

주요 내용 및 방법

정규/비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외부 산업체 인사 활용을 통해 현장감각 및 

숙련 노하우 전달

명사, 명장, 기능장, 실무 관리자, 장비 전문가, 직업교육 전문가등 활용

참여방안 및 외부인사 활용 예시

ㆍ정규강좌 혹은 비정규 프로그램 특강 참여

ㆍ실무사례, 장비사용법, 트렌드, 실무 노하우 등 수업 일부과정 참여

ㆍ외부인사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참여

ㆍ비정규 향상/심화과정 참여

학과명
외부

인사명

NCS 분류체계 교과목

명

해당분야

자격/경력

비

고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간호학과 황OO
보건.

의료
의료 간호

임상

간호
성인간호

보건학석사/서울병

원 간호과장/18년 

6개월

호텔조리제

빵과
문OO

음식
서비스

식음료

조리

서비스

음식

조리

바리

스타

바리스타

실습

조리학석사/한국커

피공방 

매니저/15년

뷰티케어과 이OO
숙박여

행오락
이․미용

이․미용

서비스
피부
미용

특수
피부관리

향장학석사/(주)뷰
티클레오 
대표/20년

유의사항

기존의 겸임교수 및 산업체 현장실무를 갖춘 시간강사와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함 

외부인사 활용계획서(표) 및 결과보고서(표)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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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대학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편성

주요 내용 및 방법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도출

-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요구된 직무별 직업

기초능력을 기반으로 교과목 도출 

- 교과목의 내용은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의 하위능력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

- 해당 영역의 하위능력 중 일부를 학과의 직무에 맞게 선정할 수 있음

-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시 해당 영역의 선정된 하위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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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및 직무별 직업기초능력 도출 예시

직업(군) 직무명 직무정의
직업기초

능력

미용사 헤어미용

헤어미용은 헤어미용시술을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

서적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 두피․모발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피부관리사 피부미용

피부미용은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하여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미용기기와 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부미용에 대한 업무

수행을 기획, 관리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 

창출을 목적으로 이미지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

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함으로써 얼굴·신체를 연출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네일

아티스트
네일미용

네일미용은 네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을 유지, 보호하고 다양한 기능과 아트기법을 

수행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일 샵을 관리 ․ 
운영하는 일이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운영 및 평가

- NCS에서 제공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하위능력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및 평가

유의사항

1개 영역으로 교과목을 도출하거나 복수의 영역을 조합하여 1개의 과목 도출 가능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구성 시 직업기초능력 영역의 하위능력 모두를 포함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직업기초능력 영역의 특성이 불분명한 기초교양교과로 운영 

중인 교과목을 기계적으로 매칭하여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

직업기초능력 교과목명은 직업기초능력 영역의 명칭이 포함되도록 권장

직업기초능력은 NCS 홈페이지의 자료(교수자용, 학습자용)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거나 교수학습자료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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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2-3. 수업평가(교과목 평가)

1) 평가 체계

   

- NCS 기반 교육과정의 교과목 평가는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으로 구분된

교과목을 평가함

- 평가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태도 등을 토대로 평가

주요 내용 및 방법

평가 개요

구분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

평가영역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주요

내용

-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하위능력의 내용을 

고려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영역(교과목)

-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

평가방법 대학자율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평가 원칙

- 수업평가의 영역은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

-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하위능력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 직무수행능력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전공 능력(교과목)

- 수업평가의 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해 2회 이상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는 포트폴리오 등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 중에서

과목의 성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 수업평가의 평가문항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 등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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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수준

-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수행준거, 지식/기술/

태도 등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 성취수준 예시

성취수준 수행정도
평가점수

(예시)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90 ~ 100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0 ~ 89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0 ~ 79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0 ~ 69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9 이하

유의사항

대학의 규칙(학칙, 학칙 시행세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평가의 영역, 방법,

시기, 절차 등을 반영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있어 평가내용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과목 도출에

활용한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모두 반영

직업기초능력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학 자율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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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능력 평가(NCS 개발 분야)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전공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

태도 등을 토대로 평가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평가개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에서 제시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평가내용과 방법의 활용을 권장함

수업평가는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성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내용(평가문항)은 교과목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 등을 토대로 구성

수업평가 성적은 과목별로 출석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출함

나.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시행되는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서

수행준거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성적에 반영

하지 않음

출석평가: 학습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결로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직무모형검정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도출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포함)

-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능력단위요소의 지식/기술/태도를 기반으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함

-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결과는 수행준거별

또는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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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시행

평가 방법 세부 내용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문제해결 시나리오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서술형시험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논술형시험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

하게 하여 평가

사례연구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평가자 체크리스트
많은 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과정

이나 작업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일지/저널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작업과정이나 학습결과를 

기록하여 평가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문제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의 

인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보도록 평가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

하도록 하여 평가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향상 교육 및 재

평가 방안을 평가계획서에 포함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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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방안 예시

구분
배점

예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도구

평가시기

(횟수)

진단평가 - 전공능력 선행수준 파악 학습자 자가진단
학기 초 

1회

출 석 00% 출석 출석부 -

직무수행

능력

평가1

00%

① 평가는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직무모형검정 단계에서 자

체적으로 도출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포함)

② 개별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

도록 하고, 나머지는 능력단위

요소와 연계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함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기타 등

수시

직무수행

능력

평가2

00%

... 00%

직무수행

능력

평가n

00%

계 100% - - -

※ 진단평가는 교과목 활동시간을 통하여 교수자가 자율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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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1-1 (평가계획서1)

평 가 계 획 서

교과목명 놀이지도 담당교수 홍길동

관련 직무명 보육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영유아 놀이지도

(0701040104_13v1)

...

...

평가개요

구 분 배점 평가 개요

진단평가 -
Ÿ 놀이지도 교과의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

요한 사전 지식을 평가한다.

출석평가 20% Ÿ 매주 수업의 출결을 확인한다.

직무수행능력평가 1 20%

Ÿ 영유아 연령에 맞는 놀이감을 선택하고 

기능놀이 계획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Ÿ ...

직무수행능력평가 2 30%
Ÿ 영유아 놀이지도 전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직무수행능력평가 3 30%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Ÿ 평가내용: 놀이지도 교과의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평가

한다.

Ÿ 평가시기: 1주차

Ÿ 영역별 평가내용: 

평가영역 문항
자가진단

우수 보통 미흡

공통 기초
1.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안다.

2. 발달 특성에 적합한 놀이 유형을 이해한다. 

기능놀이 참여·촉

진하기

3. 연령에 적합한 기능놀이를 계획할 수 있다.

4. 연령에 적합한 기능놀이를 실행할 수 있다.

5. 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 계획한 기능놀이 

교육활동을 확장, 조정할 수 있다.

...

...

Ÿ 평가방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Ÿ 평가시 고려사항: 

- 진단평가 결과는 성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한다. 

Ÿ 평가 결과 활용 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교수·학습계획을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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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평가 Ÿ 대학의 출석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직무수행

능력평가 1

Ÿ 관련 능력단위요소: 기능놀이 참여ᆞ촉진하기

Ÿ 평가내용: 영유아 연령에 맞는 놀이감을 선택하고 기능놀이 계획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Ÿ 평가시기: 3주차

Ÿ 세부 평가내용: 

Ÿ 평가방법: 과제

Ÿ 평가 시 고려사항: 

- 영유아의 개별적인 놀이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하는지 평가한다.

- 영유아의 기능 놀이에서 이동과 탐색 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안전한 

놀이감과 공간 제공에 대해 고려하는지 평가한다.

수행준거

1. 영유아의 연령, 흥미,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기능놀이감을 선정할 수 

있다.

2. 선택된 기능놀이에 필요한 놀이공간 확보 및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

직무수행

능력평가 2
...

직무수행

능력평가 3
...

향상/심화계획 Ÿ 평가점수가 00점미만인 성취수준 미달자는 향상교육을 실시한 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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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1-2 (평가계획서2)

평가계획서
교과목명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담당교수 문OO

직무명 헤어미용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v2)

평가 개요

구 분 배점 능력단위요소

진단평가 -

출석평가 20

직무수행능력평가1 40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직무수행능력평가2 40

1.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3.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합 계 100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 평가내용

  - 본 교과목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에 대한 사전 지식을 평가함

· 평가시기 : 1주차 첫 수업일 OT 후 1회

· 평가영역 :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 : 얼굴형 분석, 퍼머넌트웨이브 준비, 전처리와 커트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 : 벽돌쌓기/위빙펌/트위스트/호일펌 와인딩, 매직기 사용, 펌제 

작용, 열처리와 테스트컬, 중간세척

  -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 : 스타일링제 사용, 사후관리

· 평가방법 : 학습자 자가진단 체크

출석평가

· 현재 학사 규정 및 지침에 준함

  - 20% 성적 반영

  - 결석 1회 당 각 3점 감점, 조퇴 및 지각 1시간 당 각 1점 감점

직무수행

능력평가1

· 평가단위 :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 평가내용 및 배점(수행평가)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배점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30

수행준거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평가내용)

  - 헤어 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벽돌쌓기 와인딩 시술

  - 헤어 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위빙펌 와인딩 시술

  - 헤어 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업엘레베이션펌 와인딩 시술
계 30

 

· 평가내용 및 배점(서술형 시험)

평가내용(지식/기술/태도) 배점
- 퍼머넌트웨이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 펌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 펌의 시술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5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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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기 : 7주차

· 평가방법 : 서술형 시험(지필고사)과 수행평가(실기고사-평가자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구분 : 수행평가는 과정평가로 실시

· 피드백 시기 및 방법

  - 내용 : 평가결과

  - 시기 : 각 평가시기 및 평가 후 차시 수업시간

  - 방법 : 서술형 시험 후 평가내용 해설과 풀이

          수행평가 후 미흡한 수행준거 설명과 시연

          다음 주차 수업시간 이전 개인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활용

  - 향상 및 심화 교육과정 활용

직무수행

능력평가2

· 평가단위 : 1.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3.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 평가내용 및 배점(수행평가)

NCS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배점
 1.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9

수
행
준
거

1.1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두피·모발 상태와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2 고객의 요구와 상담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1.3 고객에게 가운, 어깨보 등을 착용해 줄 수 있다.  
1.4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따른 재료와 도구 및 펌제를 결정할 수 있다.
1.5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필요한 전처리제로 사전처리 할 수 있다.
1.6 필요한 경우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전에 헤어커트(Pre-Cut)를 할 수 있다.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27

수
행
준
거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2.2 1제와 2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2.3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의 촉진을 위해 가온기 등의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웨이브의 형성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컬(Test-Curl)을 할 수 있다.
2.5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중간세척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6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로드오프(rod-off)하여 마무리 세척할 수 있다.

 2.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4

수
행
준
거

3.1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마무리를 위해 모발에 잔여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3.2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헤어스타일 연출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3.3 고객에게 사후손질법을 설명할 수 있다.
계 40

· 평가시기 : 14주차

· 평가방법 : 서술형 시험(지필고사)과 수행평가(실기고사-평가자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구분 : 수행평가는 과정평가로 실시

· 피드백 시기 및 방법

  - 내용 : 평가결과

  - 시기 : 각 평가시기 및 평가 후 차시 수업시간

  - 방법 : 서술형 시험 후 평가내용 해설과 풀이, 수행평가 후 미흡한 수행준거 설명과 시연

            다음 주차 수업시간 이전 개인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활용

  - 향상 및 심화 교육과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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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심화 계획

· 수업 핵심 리뷰(key review)와 튜터링

  - 목표 : 직무수행능력 향상(능력단위) 및 심화

  - 대상 : 전체 학생

  - 시기 : 각 직무수행능력평가 후 차주에 실시(2회 실시)

  - 방법1) : 수업 중 핵심 용어, 개념 등에 대해 설명 후 팀별 튜터링

   * 튜터 : 각 평가 총점의 70% 이상자 중 우수자

   * 튜티 : 나머지 학생

  - 방법2) : 수행평가 중 미흡한 수행준거 관련 설명 후 팀별 튜터링

   * 튜터 : 각 평가 총점의 70% 이상자 중 우수자

   * 튜티 : 나머지 학생

  - 지도 : 교과목별 담당교수 

  - 향상 및 심화 교육과정 후 재평가 결과 성적 가점 부여

   * 재평가 방법 : 재시험, 과제 보완, 발표/토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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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관련 평가 서식 예시 2 (진단평가서)

진단평가서

담당교수 교과목명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학    번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책무(Duty)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v2)

이    름

평가일자 2015년  3월  2일 

◎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서 본 교과목의 능력단위요소별 사전 지식에 대한 문항으로 학습자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진단문항별로 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능력단위요소)

진단문항
자가진단

우수 보통 미흡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준비하기

1. 얼굴형의 특징을 알고 있고 분류할 수 있다.

2. 퍼머넌트웨이브를 시술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 퍼머넌트웨이브를 시술하기 위한 전처리를 설명하고 시술할 수 있다.

4. 퍼머넌트웨이브를 시술하기 위해 적합한 길이와 스타일로 커트할 수 있다.

합 계(A)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시술하기

5. 다양한 로드 와인딩 방법 중 벽돌쌓기 와인딩을 할 수 있다.

6. 다양한 로드 와인딩 방법 중 위빙펌 와인딩을 할 수 있다.

7. 다양한 로드 와인딩 방법 중 트위스트 와인딩을 할 수 있다.

8. 다양한 로드 와인딩 방법 중 호일펌 와인딩을 할 수 있다.

9. 매직펌을 위한 매직기기 사용을 통해 스트레이트닝 할 수 있다. 

10. 세팅펌과 디지털펌에 사용되는 로드를 와인딩 할 수 있다.

11. 펌제의 작용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

12. 가온기와 스티머를 사용할 수 있다.

13. 테스트컬의 방법을 설명하고 시술할 수 있다. 

14. 중간세척을 시술할 수 있다. 

합 계(B)

응용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마무리하기

15. 퍼머넌트웨이빙 후 적합한 스타일링제를 설명할 수 있다. 

16. 퍼머넌트웨이빙 후 사후관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합 계(C)

진단결과

능력단위요소 문항수 합계점수(개인) 평균점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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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1 (직무수행능력평가서1-수행준거별)

직무수행능력평가서 ( 2 )차
담당교수 교과목명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학    번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책무(Duty)

응용 헤어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v2)
이    름

평가일자 2015년   월   일 

영역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평가내용
(수행준거)

평가결과
평가점수

배점 취득점수

1. 응용 헤어

퍼 머 넌 트 웨

이브 준비하기

1.1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두피․ 모발 상태와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1.2 고객의 요구와 상담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1

1.3 고객에게 가운, 어깨보 등을 착용해 줄 수 있다. 2

1.4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따른 재료와 도구 및 펌제를 결정할 수 있다. 2

1.5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필요한 전처리제로 사전처리 할 수 있다. 1

1.6 필요한 경우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전에 헤어커트(Pre-Cut)를 할 수 있다. 1

2. 응용 헤어

퍼 머 넌 트 웨

이브 시술하기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15

2.2 1제와 2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4

2.3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의 촉진을 위해 가온기 등의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2.4 웨이브의 형성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컬(Test-Curl)을 할 수 있다. 2

2.5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중간세척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1

2.6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로드오프(rod-off)하여 마무리 세척할 

수 있다.
3

3. 응용 헤

어 퍼 머 넌 트

웨이브 마무

리하기

3.1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마무리를 위해 모발에 잔여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1

3.2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헤어스타일 연출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1

3.3 고객에게 사후손질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 계 100% 40 0

영역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평가내용
(지식/기술/태도/도구)

평가결과

배점 취득점수

소 계 0%

재평가가점

합 계 100% (40점 만점) 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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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2 (직무수행능력평가서2-능력단위요소 수준)

직무수행능력평가서 ( 2 )차
담당교수 교과목명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학    번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책무(Duty)

응용 헤어퍼머넌트웨이브

(1201010108_14v2)
이    름

평가일자 2015년   월   일 

영역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평가내용
(수행준거)

평가결과
평가점수

배점 취득점수

1. 응용 헤어

퍼 머 넌 트 웨

이브 준비하기

1.1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두피․ 모발 상태와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9

1.2 고객의 요구와 상담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1.3 고객에게 가운, 어깨보 등을 착용해 줄 수 있다.

1.4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따른 재료와 도구 및 펌제를 결정할 수 있다.

1.5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에 필요한 전처리제로 사전처리 할 수 있다.

1.6 필요한 경우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전에 헤어커트(Pre-Cut)를 할 수 있다.

2. 응용 헤어

퍼 머 넌 트 웨

이브 시술하기

2.1 디자인에 따라 헤어퍼머넌트웨이브를 응용한 창의적 기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

27

2.2 1제와 2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2.3 헤어퍼머넌트웨이브시술의 촉진을 위해 가온기 등의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웨이브의 형성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컬(Test-Curl)을 할 수 있다.

2.5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중간세척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6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로드오프(rod-off)하여 마무리 세척할 

수 있다.

3. 응용 헤

어 퍼 머 넌 트

웨이브 마무

리하기

3.1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마무리를 위해 모발에 잔여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43.2 헤어퍼머넌트웨이브 유형에 따라 헤어스타일 연출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3.3 고객에게 사후손질법을 설명할 수 있다.

소 계 100% 40 0

영역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평가내용
(지식/기술/태도/도구)

평가결과

배점 취득점수

소 계 0%

재평가가점

합 계 100% (40점 만점) 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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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3 (직무수행능력평가서3-수행준거별)

직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1  ]차

담당교수 홍길동 교과목명 놀이지도

학   번 0000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영유아 놀이지도

(0701040104_13v1)

이   름 나보육

평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영역(능력단위요소)
평가내용

(수행준거)

판정

Y N

기능놀이 

참여·촉진하기

1. 영유아의 연령, 흥미,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기능 놀이감을 

선정할 수 있다.
◯

2. 선택된 기능놀이에 필요한 놀이공간 확보 및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소 계 70% 80점

영역(능력단위요소) 평가내용(K/S/A/T 포함 자율평가) 평가점수

기능놀이 

참여·촉진하기
영유아의 놀이지도 이론에 대한 지식 40점

... ... 30점

소 계 30% 70점

합계 100% 77점

※ 판정 : 3점 척도, 5점 척도, 10점 척도 등 대학 자율로 결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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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4 (직무수행능력평가서4-능력단위요소 수준)

직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1  ]차

담당교수 홍길동 교과목명 놀이지도

학   번 0000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영유아 놀이지도

(0701040104_13v1)

이   름 나보육

평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영역(능력단위요소)
평가내용

(수행준거)

판정

점수 Y/N

기능놀이 

참여·촉진하기

1. 영유아의 연령, 흥미,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기능 놀이감을 

선정할 수 있다.

90 Y

2. 선택된 기능놀이에 필요한 놀이공간 확보 및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

...

...

...

... 80 Y

소 계 80% 85점

영역(능력단위요소) 평가내용(K/S/A/T 포함 자율평가) 평가점수

기능놀이 

참여·촉진하기
영유아의 놀이지도 이론에 대한 지식 40점

... ... 30점

소 계 20% 70점

합계 100% 82점

※ 판정 : 3점 척도, 5점 척도, 10점 척도 등 대학 자율로 결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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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4 (평가결과서)

평 가 결 과 서

담당교수 홍길동 교과목명 놀이지도

학   번 0000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영유아 놀이지도

(0701040104_13v1)

이   름 나보육

종합

평가

점수

구 분 배점 점수 환산점수 비고

출석평가 20% - 17

직무수행능력평가 1차 20% 77 15.4

직무수행능력평가 2차 30% 60 18

직무수행능력평가 3차 30% 60 18

재평가 가점 - - 3 향상교육 이후

합 계 100% 71.4

교과목 성취수준

판정결과 성취수준 3 성취결과 충족

판정기준

성취

수준
수행정도

평가점수

(예시)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90~100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0~89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0~79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0~69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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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5 (능력단위 이수집계표)

- 각각의 교과목별 평가 후 최종 학기에 학과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능력

단위 이수집계표를 작성 

능력단위 이수집계표

학생명
영유아 

놀이지도

신체ᆞ예술활

동 지도
... … 능력단위 n

나보육 ○ ○ ... ... ...

... ... ... ... ... ...

유의사항  

교육과정개발 시 도출된 이론 교과목은 대학자율로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시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 가능

(평가서 작성은 직무수행능력평가서 서식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

할 수 있음. 단,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하더라도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는 자체적으로 보관)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계획서, 진단평가서, 직무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서, 출석부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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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능력 평가(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의 수

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 등을 토대로 평가

-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교과목도 NCS 기반 교과목 평가방식 적용 가능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평가개요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산업체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에서 제시된 책무(Duty) 또는 작업(Task)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

과목을 대상으로 함

수업평가는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성

수업평가의 평가내용(평가문항)은 책무 또는 작업(작업)의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태도 등을 토대로 구성

수업평가 성적은 과목별로 출석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성적 등을 종합하여

산출함

나.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수업 전 혹은 수업 초기에 시행되는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서

수행준거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성적에 반영

하지 않음

출석평가: 학습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결로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작업(Task)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태도/도구를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작업(Task)의 지식/기술/태도/도구를 기반으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함

- 수행준거에 대한 평가는 ‘예/아니오’로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하며, 나머지 

작업(Task)의 지식/기술/태도/도구와 연계된 평가문항은 교수자가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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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시행

평가 방법 세부 내용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문제해결 시나리오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서술형시험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논술형시험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

하게 하여 평가

사례연구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

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평가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평가자 체크리스트
많은 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과정이나 

작업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일지/저널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작업과정이나 학습결과를 기록

하여 평가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문제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의 인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보도록 평가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향상 교육 및 재

평가 방안을 평가계획서에 포함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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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방안 예시

평가항목
배점

예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도구

평가시기

(횟수)

진단평가 - 전공능력 선행수준 파악 학습자 자가진단
학기 초 

1회

출 석 00% 출석 출석부 -

직무수행

능력

평가1

00%

① 평가는 작업(Task)에서 제시한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태도/

도구를 중심으로 평가함

② 개별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반드시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작업(Task)와 연계된 평가내

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함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기타 등

수시

직무수행

능력평가2
00%

... 00%

직무수행

능력평가n
00%

계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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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1-1 (평가계획서1)

평 가 계 획 서

교과목명 담당교수

직무(Job) 책무(Duty)

평가개요

구 분 배점 평가 개요

진단평가 -

출석평가 00%

직무수행능력평가 1 00%

직무수행능력평가 2 00%

직무수행능력평가 3 00%

： 00%

직무수행능력평가 n 0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1 평가내용(관련 수행 준거, K/S/A/T 등), 평가방법(서술형 시험 등)

직무수행능력평가 2

직무수행능력평가 3

：

직무수행능력평가 n

향상/심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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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1-2 (평가계획서2)

평 가 계 획 서

교과목명 전기 및 광선치료1 담당교수 차OO

직무명

물리치료
(신경계치료)

책무명
(코드)

말초신경질환평가
(KCS-03020102-14v1)

물리치료
(신경계치료)

전기치료
(KCS-03020112-14v1)

물리치료
(피부치료)

피부광선치료
(KCS-03020505-14v1)

평가 개요

구 분 배점 작업명(Task)
평가시기
(주차)

평가방법

진단평가 - - 1 진단평가서

출석평가 20 - - 출결

직무수행능력평가1 30

7. 적외선 치료하기

8. 자외선 치료하기

9. 광호학 치료하기

10. 레이저 치료하기

11. 일광욕 치료하기

8 지필고사

직무수행능력평가2 30

7. 시치검사하기

8. 변성반응 검사하기

9. 신경전도속도 검사하기

10. 근전도 검사하기 14 지필고사

1. 신경지배근 전기치료하기

2. 탈신경근육 전기치료하기

3. 기능적 전기치료하기

직무수행능력평가3 20

7. 적외선 치료하기

8. 자외선 치료하기

9. 광호학 치료하기

10. 레이저 치료하기

11. 일광욕 치료하기

14 과제물평가
7. 시치검사하기

8. 변성반응 검사하기

9. 신경전도속도 검사하기

10. 근전도 검사하기
1. 신경지배근 전기치료하기

2. 탈신경근육 전기치료하기

3. 기능적 전기치료하기

합 계 10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진단평가

 · 평가내용
   - 본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 등 중요한 내용을 평가함
 · 평가시기 : 1주차 첫 수업일 OT 후 1회
 · 평가방법 : 학습자 자가진단 체크
 · 평가시 고려사항
   - 진단평가 결과는 성적 미반영 하므로 학습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지도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수업수준 및 교수·학습방법 수정·보완

출석평가  · 현재 학사 규정 및 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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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평가1

평가
범위

작업 및 수행준거 배점

1. 적외선치료하기 6

수행
준거

7.1 적외선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7.2 치료효과에 따라 적외선치료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7.3 적외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2. 자외선치료하기 6

수행
준거

8.1 자외선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8.2 치료효과에 따라 자외선치료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8.3 자외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3. 광화학치료하기 6

수행
준거

9.1 광화학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9.2 치료효과에 따라 광화학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2
9.3 광화학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4. 레이저치료하기 6

수행
준거

10.1 레이저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10.2 치료부위에 따라 레이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10.3 레이저를 적용할 수 있다. 2

5. 일광욕치료하기 6

수행
준거

11.1 일광욕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11.2 치료효과에 따라 일광욕을 선택할 수 있다 2
11.3 일광욕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 30

평가
방법

지필  선택형(  O  ), 단답형(  O  ), 서술형(    ), 논술형(    )

수행
평가
방법

실무평가 O 발표평가 인터뷰평가
역할연

기

문제해결 기타

과제
평가
방법

레포트 제작물 수행일지
포트폴
리오

사례연구 워크북 기타

유의
사항

 · 부정행위시 본 직무수행능력평가 0점 처리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함 

준비
물

 · 신분증 및 볼펜

향상
교육

방법  · 공통적으로 수행능력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교수자 시연 및 실습

시기  · 본평가 다음 주에 본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향상교육 실시

재평
가

평가
대상

 · 필수대상 : 본평가의 성취도가 70% 미만인 학생
 · <기타 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지정>
 · 재평가 점수는 가점으로 부여

평가
방법

동일
평가

O
수정
평가

추출
평가

대체
평가

보완
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2

평가
범위

작업 및 수행준거 배점

 1. 시치검사하기 4

수행
준거

7.1 시치검사를 이해하고 시치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1
7.2 시치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
7.3 시치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2

 2. 변성반응검사하기 4

수행
준거

8.1 변성검사를 이해하고 변성반응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1
8.2 변성반응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
8.3 변성반응의 결과를 분석하여 변성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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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경전도속도검사하기 4

수행
준거

9.1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이해하고 신경전도속도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1
9.2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
9.3 신경전도속도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2

4. 근전도검사하기 4

수행
준거

10.1 근전도검사를 이해하고 근전도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1
10.2 근전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
10.3 근전도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2

5. 신경지배근전기치료하기 5

수행
준거

1.1 신경지배근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1.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1
1.3 신경지배근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6. 탈신경근육전기치료하기 5

수행
준거

2.1 탈신경근육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2.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1
2.3 탈신경근육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7. 기능적전기치료하기 4

수행
준거

3.1 기능적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

3.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1
3.3 기능적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 30

평가
방법

지필  선택형(  O  ), 단답형(  O  ), 서술형(    ), 논술형(    )

수행
평가
방법

실무평가 O 발표평가 인터뷰평가
역할연

기

문제해결 기타

과제
평가
방법

레포트 제작물 수행일지
포트폴
리오

사례연구 워크북 기타

유의
사항

 · 부정행위시 본 직무수행능력평가 0점 처리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함

준비
물

 · 신분증 및 볼펜

향상
교육

방법  · 공통적으로 수행능력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교수자 시연 및 실습

시기  · 본평가 다.음 주에 본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향상교육 실시

재평
가

평가
대상

 · 필수대상 : 본평가의 성취도가 70% 미만인 학생
 · <기타 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지정>
 · 재평가 점수는 가점으로 부여

평가
방법

동일
평가

O
수정
평가

추출
평가

대체
평가

보완
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3

평가
범위

작업 및 수행준거 배점

 1. 적외선치료하기 2

수행
준거

7.1 적외선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7.2 치료효과에 따라 적외선치료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7.3 적외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자외선치료하기 2

수행
준거

8.1 자외선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8.2 치료효과에 따라 자외선치료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8.3 자외선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3. 광화학치료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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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준거

9.1 광화학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9.2 치료효과에 따라 광화학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9.3 광화학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4. 레이저치료하기 2

수행
준거

10.1 레이저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0.2 치료부위에 따라 레이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0.3 레이저를 적용할 수 있다.

5. 일광욕치료하기 1

수행
준거

11.1 일광욕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1.2 치료효과에 따라 일광욕을 선택할 수 있다
11.3 일광욕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치검사하기 1

수행
준거

7.1 시치검사를 이해하고 시치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7.2 시치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7.3 시치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2. 변성반응검사하기 1

수행
준거

8.1 변성검사를 이해하고 변성반응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8.2 변성반응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8.3 변성반응의 결과를 분석하여 변성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3. 신경전도속도검사하기 1

수행
준거

9.1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이해하고 신경전도속도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9.2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9.3 신경전도속도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4. 근전도검사하기 2

수행
준거

10.1 근전도검사를 이해하고 근전도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10.2 근전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10.3 근전도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을 판단할 수 있다.

 5. 신경지배근전기치료하기 2

수행
준거

1.1 신경지배근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1.3 신경지배근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6. 탈신경근육전기치료하기 2

수행
준거

2.1 탈신경근육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3 탈신경근육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7. 기능적전기치료하기 2

수행
준거

3.1 기능적전기치료를 이해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2 생리적 효과에 따라 치료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3.3 기능적전기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계 20

평가
방법

지필  선택형(    ), 단답형(    ), 서술형(  O  ), 논술형(    )

수행
평가
방법

실무평가 발표평가 인터뷰평가
역할연

기

문제해결 기타

과제
평가
방법

레포트 O 제작물 수행일지
포트폴
리오

사례연구 워크북 기타

유의
사항

 · 부정행위시 본 직무수행능력평가 0점 처리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함

준비
물

 · 신분증 및 볼펜

향상
교육

방법  · 공통적으로 수행능력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교수자 시연 및 실습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65 

시기  · 본평가 다.음 주에 본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향상교육 실시

재평
가

평가
대상

 · 필수대상 : 본평가의 성취도가 70% 미만인 학생
 · <기타 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지정>
 · 재평가 점수는 가점으로 부여

평가
방법

동일
평가

수정
평가

추출
평가

대체
평가

보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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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2 (진단평가서)

진 단 평 가 서

담당교수 차OO 교과목명 전기 및 광선치료1

학    번
자체 능력단위명

(능력단위코드)

책무(Duty)

말초신경질환평가
(KCS-03020102-14v1)

이    름 전기치료
(KCS-03020112-14v1)

평가일자 2015년  3월  2일 피부광선치료
(KCS-03020505-14v1)

◎ 학습자의 자가진단적 평가로서 본 교과목의 능력단위요소별 사전 지식에 대한 문항으로 학습자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진단문항별로 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능력단위요소)

작업(Task)

진단문항
자가진단

우수 보통 미흡

적외선

치료하기

1. 빛의 간섭을 설명할 수 있다.

2. 빛의 반사를 설명할 수 있다.

3. 열의 전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열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5. 적외선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합 계(A)

자외선

치료하기

6. 자외선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7. 자외선의 물리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8. 자외선의 파장을 분류할 수 있다.

9. 자외선치료기구 명칭을 2 개 이상 알고 있다.

10. 자외선 조사에 따른 홍반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합 계(B)

신경지배근

전기치료하기

11. 전기치료를 정의 할 수 있다.

12. 물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13. 전류의 3 대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14. 근육수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5. 탈신경근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합 계(C)

교수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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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1 (직무수행능력평가서1)

직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차

담당교수 교과목명

학   번

책무(Duty)이   름

평가일자

작업(Task)
평가내용

(수행준거)

판정

Y N

1

2

소 계 -

작업(Task) 평가내용(K/S/A/T 포함 자율평가) 평가점수

1

3

소 계 -

합계 - 환산점수

※ 판정 : 3점 척도, 5점 척도, 10점 척도 등 대학 자율로 결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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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3-2 (직무수행능력평가서2)

직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차

담당교수 교과목명

학   번

책무(Duty)이   름

평가일자

작업(Task)
평가내용

(수행준거)

판정

점수 Y/N

1

2

소 계 -

작업(Task) 평가내용(K/S/A/T 포함 자율평가) 평가점수

1

3

소 계 -

합계 - 환산점수

※ 판정 : 3점 척도, 5점 척도, 10점 척도 등 대학 자율로 결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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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4 (평가결과서)

평 가 결 과 서

담당교수 교과목명

학   번

책무(Duty)

이   름

종합

평가

점수

구 분 배점 점수 환산점수 비고

출석평가 00%

직무수행능력평가 1차 00%

직무수행능력평가 2차 00%

직무수행능력평가 3차 00%

재평가 가점 - 향상교육 이후

합 계 100%

성취수준 판정

판정결과 성취수준 성취결과 이수여부

판정기준

성취

수준
수행정도

평가점수

(예시)

5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

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90~100

4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0~89

3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70~79

2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0~69

1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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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 교과목 평가 관련 서식 예시 5 (책무(Duty) 이수집계표)

  - 각각의 교과목별 평가 후 최종 학기에 학과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책무

(Duty) 이수집계표를 작성 

책무(Duty) 이수집계표

학생명
책무(Duty) 

1

책무(Duty) 

2

책무(Duty) 

3
…

책무(Duty) 

n

유의사항

교육과정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작업(Task)의 수행준거를 수정 및 추가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함.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계획서, 진단평가서, 직무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서, 출석부 등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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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Act  Ⅲ-3

 Ⅲ-3-1. 향상/심화 교육과정 운영

   
- 교과목 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한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혹은 심화

교육과정을 대학자율로 개설 및 운영

주요 내용 및 방법

교과목 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정규/비정규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

교과목 평가에서 직무수행능력 성취수준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공심화

(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

전공 관련 자격증 및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단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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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규과정 내 운영 모델 1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후 바로 다음 주에 

평가내용의 피드백을 실시함

12주 혹은 13주의 교육운영이 끝나고 나면 1-2주에 걸쳐 향상/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기 평가된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보완평가(재평가)를 시행함

운영 모델 예시1(정규 과정)

※ 위 모델은 예시이므로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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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규과정 내 운영 모델 2

NCS 기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후 

바로 다음 주에 평가내용의 피드백과 더불어 향상/심화 과정을 운영 함

평가 후 시행하는 피드백과 향상/심화 과정은 기존 평가의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기존 평가 점수의 재조정을 위한 재평가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운영 모델 예시2(정규 과정)

※ 위 모델은 예시이므로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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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규과정 운영 모델 1

NCS 기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후 

별도의 피드백은 실시하지 않음

15주 혹은 16주의 교육운영 마지막 주에 그동안의 평가에 대해 피드백하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2주에 걸쳐 향상/심화 과정을 운영함

향상/심화 과정 운영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능력단위요소의 성취여부와 기 

평가된 성적에 반영함

운영 모델 예시3(비정규 과정)

※ 위 모델은 예시이므로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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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정규과정 운영 모델 2

NCS 기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로 자격증 

과정, 단기 특강과정 등을 운영함

기본적으로 자격증 과정은 1학년 2학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학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학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자격증 과정은 직무수행능력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비정규 과정이므로, 평가

점수 반영이나 능력단위요소의 성취여부에 반영하지 않음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결과표

학

년

학

기

개설 프로그램명
(자격증)

관련 교과목명
관련

능력단위명
과정요약

1

1

[운영시기]

[운영방법]

[기대효과]
　

2

　

유의사항

향상/심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향상/심화 교육과정 운영결과서, 비정규 교육

과정 운영결과표 등을 산출할 수 있음.



2014 NCS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Ⅴ

Ⅴ-1.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개요

Ⅴ-2. NCS 기반 교과목(전공) 평가

Ⅴ-3. NCS 미개발(유보) 분야 현장중심 교과목 평가

Ⅴ-4. 직업기초능력 평가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2 0 1 5  N C S  기 반  교 육 과 정  가 이 드 라 인 Ⅳ

Ⅳ-1. 직무능력성취도

Ⅳ-2. NCS 기반 교육품질관리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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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Ⅳ
l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는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직무별로 산정한 값으로 학생, 직무, 학과, 대학의 종합적인 직무능력성취도 산출 가능

l 대학은 교육운영에서 이뤄지는 강의평가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활동을 수행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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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성취도Ⅳ-1

 Ⅳ-1-1. 직무능력성취도

   
- 직무능력성취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직무, 학과, 대

학별로 산출 가능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직무능력성취도의 활용

직무능력성취도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로 활용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성취하였는지를 점검하여 직무능력 성취수준의 품질관리를 지원

학과의 직무능력 성취도는 학과차원의 NCS 기반 교육품질관리에 활용되어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 품질 개선 노력에 기초가 됨 

대학 전체의 직무능력 성취도는 대학차원의 NCS 기반 교육품질관리에 활용

되어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가 됨

나. 직무능력성취도의 산출

직무능력성취도는 직무수행능력(전공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관련 교과목은 전공능력 또는 직업기초능력과 연계

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능력성취도 산출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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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능력성취도의 개념도 

*직업: 직업기초교과목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의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에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각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전공능력 교과목을 매핑

(mapping)하여 직무능력성취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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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성취도 산출 예시 

직무

능력단위 교과목

능력
단위
성취

직무능력
성취도*구

분 능력단위명 구분
학
년 교과목명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점수

헤
어

N
C
S 

미용업 
안전위생관리 전필 2 현장실습

P

-

81.4

81.9*

미용업 
고객서비스

전필 2 현장실습 -

고객시술 서비스 
상담 전필 2 현장실습 -

샴푸 전선 1 베이직 헤어드레싱 76 95.0

기본 헤어커트 전선 1 베이직 헤어커트 70 87.5

응용 헤어커트 전선 1 어드밴스드 
헤어커트

72 90.0

기본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전선 1 베이직 퍼머넌트 66 82.5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전선 2 어드밴스드 
퍼머넌트

57 71.3

기본 헤어컬러 전선 2 베이직 헤어컬러링 72 90.0

응용 헤어컬러 전선 2 어드밴스드 
헤어컬러링

70 87.5

헤어스타일 연출 전선 2 드라이와 업스타일 63 78.8

두피․모발 관리** 전선 2 두피관리 54 67.5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전선 2 드라이와 업스타일 51 63.8

자
체 

블로킹*** 전선 1 베이직 헤어드레싱 76 -
-

와인딩*** 전선 1 베이직 헤어드레싱 76 -

직
업
기
초

의사소통능력 교필 1 CS1 76 95.0

84.0

대인관계능력 교필 2 CS2 70 87.5

수리능력 교선 1 BM 66 82.5

자기개발능력 교필 1 EC1 57 71.3

문제해결능력 교필 2 EC2 67 83.8

* NCS 능력단위평가에 0.8, 직업기초능력에 0.2의 가중치 적용
** 음영 처리된 능력단위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단위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표기
*** 자체능력단위는 직무능력성취도에서 제외

유의사항

직무능력성취도 산출을 위한 가중치, 자체능력단위 교과목의 포함여부 결정,

성취수준 결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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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교육품질관리Ⅰ-2

 Ⅳ-2-1. NCS 기반 교육품질관리 개요

   

- NCS 기반의 직업교육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을 수행

- NCS 기반 교육품질의 지속적 질관리를 위하여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만족도 조

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환류할 수 있는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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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2. 학과차원의 교육품질관리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함

자체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세부사항(예시)

학사지원체제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⓵ ⓶ ⓷ ⓸ ⓹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
었는가?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은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인재양성 유형이
연관성이 부족함.

SME를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위원
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
는가?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
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
가?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선정된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교과목 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
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는가?

교육

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산업체 현장감각 및 숙련 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
하였는가?

직무수행능력평가(교과목 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
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향상/심화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교육과

정정책
대학의 학사정책 및 제규정을 적절
하게 준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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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환경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⓵ ⓶ ⓷ ⓸ ⓹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교육

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

는가?

기자재 

및 

도구

장비 및 도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교육성과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Y/N

신입생

충원률

학과 신입생 충원률 목표를 달성하

였는가?
Y/N

재학생

충원률

학과 재학생 충원률 목표를 달성하

였는가?
Y/N

직무

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Y/N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⓵ ⓶ ⓷ ⓸ ⓹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교육만족도

검토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보완사항 및

기타 의견

⓵ ⓶ ⓷ ⓸ ⓹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재학생

만족도

재학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

였는가?

졸업생

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

였는가?

산업체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

였는가?

강의

평가

강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제시한 세부 검토사항은 예시로써, 대학의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자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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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3. 대학차원의 교육품질관리

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수행함

자체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세부사항 예시

- (학사지원체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등   

- (직업교육 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기자재 및 도구 등

- (교육성과)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등

- (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강의평가 등

유의사항

자체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 시 대학의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안배

하여 구성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단, 자체평가를 

외부 사설 기관에 전면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지양함.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의 결과 산출물(택 1)

- 학과 운영결과 보고서

- 학과 NCS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자체평가의 결과 산출물(택 1)

- 대학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대학 운영결과 보고서

- NCS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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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이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때,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1. NCS 개발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개발된 NCS의 내용(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임의로 변경(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환경분석 및 인재양성유형 설정에 따른 교과목 도출 시, 필요한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NCS 학습모듈은 해당교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보완하여 교수․
학습 자료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수정․보완 시 NCS 학습모듈의 핵심내용인 

학습목표와 수행내용의 경우 일괄삭제는 불가(부분적인 수정․보완은 가능)합니다. 

NCS 학습모듈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유사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품질

관리 등의 내용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평가기준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

습니다.

   

02

대학이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경우, 대학 전체의 NCS 도입률에 

대하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평가하는 정량적 절대 기준이 있는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도입률에 대한 정량적 절대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시 대학이 최초 제시한 계획에 따른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평가지표는 별도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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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NCS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국가수준에서 직종구조 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

단위를 설계하고 표준화작업 및 표준 타당성 검증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NCS가 아닙니다. 

NCS 유보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자체 직무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04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발 시에 학과명이 NCS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혹은 세분류 명과 동일해야 하는가?

학과의 명칭은 대학의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그리고 학과에서 양성하고자하는 인력

육성방향, 취업 분야, 교육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5

교육과정 개발 시 다양한 세분류에서 NCS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는가?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시 하나의 세분류 내 능력단위만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 시 서로 다른 세분류의 능력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는 다른 대/중/소분류의 능력단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한 근거를 토대로 교육

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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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목명이 능력단위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가?

학과의 교과목명은 관련 직무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과목 명칭 부여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교수자 및 대학 학사업무의 관리 차원이 아닌 수요자(학생, 산업체)를 고려

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7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해도 되는가?

교육과정이란 인력양성 목표, 진로분야, 교육목표, 교과과정표, 평가계획 등을 바탕

으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대학 및 학과에서 교육수요자 및 학과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산업체 및 산업계와 연계한 대학(학과) 자체 개발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은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 등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교육활동의 주요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교육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업체 및 산업계와 연계한 대학(학과) 자체 

개발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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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NCS는 개발되어 있으나 NCS 학습모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학에서 

국고를 사용하여 학습모듈을 직접 개발하거나 별도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가?

NCS 학습모듈의 개발은 정부의 계획(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수행되고 있으

므로, 학습모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유사 교재를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교수자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침서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 학습모듈이 개발된 이후에는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9

정부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NCS 학습모듈은 NCS 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서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면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

NCS 학습모듈을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편집․수정하여 상업적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까?

NCS 학습모듈은 정부에서 NCS 교육용으로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학습목표의 범위내에서 편집․수정․보완하여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11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시 NCS 능력단위에서 제시된 직업기초능력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가? 

NCS 기반 교육과정개발 시 활용되는 능력단위에 제시된 직업기초능력 10개 모두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개 영역 중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선정하여 교과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의 구성은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업기초능력 영역의 특성이 불분명한 기초교양교과로 운영 중인 교과목을 기계적으로 

매칭하여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12

직업기초능력의 10개 영역은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가 없는데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NCS 능력단위에서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직업

기초능력의 10개 영역은 수행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

기초능력 교과목의 경우에는 대학(학과, 전공)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평가 

할 수 있습니다.

13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경우 국고를 사용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경우 NCS 홈페이지의 자료(교수자용,학습자용)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국고(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관리 규정에 따라 개발비로 내부 교직원의 인건비성 수당 

및 집필료 등의 지급은 집행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4

NCS 능력단위에 명시되지 않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라 인정되는 경우, 국고로 기자재 구입이 가능한가?

기자재의 경우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목 도출에 활용된 NCS 능력단위에 

기술된 장비 및 도구 리스트 범위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중심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한 학과의 경우에도 교과목 프로

파일에 기술된 장비 및 관련 도구 구입이 가능합니다.

15

NCS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에 기술된 수준(1-8수준) 및 훈련기준에 기술된 이수

시간을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까?

훈련과정에서 제시한 수준(1-8수준) 및 이수시간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16

직무수행능력평가 시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면, 수행준거별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결과는 수행준거별 

또는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하는 경우 수행준거를 토대로 평가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예:수행준거와 

연계된 평가문항 ․ 시험지 ․ 평가 체크리스트 등)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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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업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능력의 향상/심화 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까?

NCS 기반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실무능력의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을 

지향하며, 목표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운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향상/심화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향상/심화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사일정, 교수자의 필요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8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Ⅳ유형에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비학위과정 및 단기

교육과정의 경우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별도의 원칙이 있는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르거나 NCS 기반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한국산업인력공단)을 참고 또는 대학자체의 

자율적인 개발 방법을 수립하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9

NCS가 개발되어 있는 예술계열의 경우 반드시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까?

NCS가 개발되어 있는 예술계열의 경우 기초적인 직무와 연관되어 NCS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NCS를 적용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권장하며, 그 

이상의 창작 및 창의성과 관련되어 NCS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96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0

특정 산업체와 취업을 약정하고 운영 중인 학과(예:채용약정형 주문식교육학과,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등)의 경우에도 무조건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하여야 합니까?

특정 산업체와의 협약(약정)을 통하여 취업을 전제로 운영 중인 맞춤형 학과의 경우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약정된 산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직무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체의 요구를 근거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21

NCS 개발 유보분야 및 미개발 분야의 경우 반드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합니까?

NCS 개발 유보분야 및 미개발 분야에서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DACUM기법을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며, 

대학(학과) 및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직무분석방법을 활용하거나 이미 연구․
개발된 직무분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

NCS 개발 유보분야 중 국제적 통용성이 인증되는 분야(간호과 등)의 경우 이미 

현장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하였다면,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참여시 인정

될 수 있습니까?

NCS 개발 유보분야의 경우 산업체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면,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과목 지도자료 등을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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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로운 산업수요에 따라 신설학과가 개설되어 NCS가 미개발된 경우 특성화전문대

학육성사업 참여시 인정 가능합니까?

NCS가 미개발된 분야의 경우 NCS가 개발될 때까지 산업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자체

개발 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과목 지도자료 등을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24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예시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활용하여야 합니까? 

제시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예시(사례) 등은 참고용입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되,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차별화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각종 서식에서도 보여질 수 있도록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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